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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고출력 테라헤르츠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첨단 방사선 기술에 기반한 고출력 탁상형 테라헤르츠 발생장치 및 공항, 항

만, 공공시설 등의 보안검색과 의료진단에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테라헤르츠 

영상 검색장치 개발 및 원천기술 확보

○ 테라헤르츠는 의료 영상 및 보안 검색 의 차세대 신기술로서 2004년 미국 

MIT Technology Review지에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 2005년 일본 요미

우리신문에 ‘일본정부 전략추진 10대 근간기술’ 중 최우선 과제로 소개

○ 기존의 광원 기술로는 현장 적용에 필요한 고출력의 테라헤르츠 발생이 어

려움. 자유전자레이저는 고출력의 광원에 가장 이상적인 장치로서 한국원자

력연구원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소형화 기술 확보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소형 가속기 기반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장치 개발

- 소형 마이크로트론 가속기 개발

- 빔광학계 및 차폐체 개발

- 나선형 교번자장기 개발

- 저손실 테라헤르츠 원형도파관 공진기 개발

○ 고출력 테라헤르츠를 이용한 고속 영상 기술 개발

- 테라헤르츠 고속 영상 스캐닝 장치 설계를 위한 검출기 성능 측정

- 고출력 테라헤르츠 분광 영상 분석 기법 연구

- 테라헤르츠 원격조사장치 설계

- 테라헤르츠 영상 고도화 기술 개발

○ 탁상형 고속 테라헤르츠 영상 검색 장치 기술 개발

- 탁상형 고속 테라헤르츠 영상 검색 장치 기술 개발

- 다중박막 테라헤르츠 발생 기술을 이용한 장치 소형화 및 분광영상 측정 

방안 연구



v

Ⅳ. 연구개발결과 

○ 소형 가속기 기반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장치 개발

- 소형 마이크로트론 가속기 개발

∙ 광음극 기반 소형 마이크로트론 가속기 장치 제작 및 성능 시험

∙ 마이크로트론 고주파 가속 공동 설계 및 제작

∙ 가속공동 내장형 열음극 전자총 개발 및 성능 시험

∙ 마이크로트론용 고출력 고주파 발생 장치 개발 및 성능 시험

- 빔광학계 및 차폐체 개발

∙ 소형 고출력 THz FEL용 빔광학계 제작 및 전자빔 제어 시험

∙ 빔광학계 자석용 정밀 전원장치 제작

∙ OTR을 이용한 빔특성 분석장치 개발

∙ 전자빔 차폐재 개발

- 나선형 교번자장기 개발

∙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 조립 및 성능 분석

∙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 제어장치 설계 및 제작

∙ 전자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확보

∙ 테라헤르츠 방출광 전송 시스템 설계

- 저손실 테라헤르츠 원형도파관 공진기 개발

∙ 유전체 코팅된 원형도파관의 하이브리드 모드 분석 및 손실 계산

∙ 저손실 테라헤르츠 원형 도파관 제작 기술 개발

∙ 공진기 출력경용 메쉬 거울 열특성 계산 및 측정 장치 제작

∙ 공진기 전반사경 및 공진기 비동조 제어 장치 제작

○ 고출력 테라헤르츠를 이용한 고속 영상 기술 개발

- 고출력 테라헤르츠를 이용한 고속 영상 장치 설계

∙ 테라헤르츠 고속 영상 스캐닝 장치 설계를 위한 검출기 성능 측정

∙ 1차원 어레이 테라헤르츠 검출기 기본 설계

- 고출력 테라헤르츠 분광 영상 분석 기법 연구

∙ 고출력 테라헤르츠 고해상도 영상 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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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헤르츠 원격조사장치 설계

∙ 테라헤르츠 원격조사용 광학계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 테라헤르츠 영상 고도화 기술 개발

∙ 테라헤르츠 실시간 영상 측정 및 성능 분석

○ 탁상형 고속 테라헤르츠 영상 검색 장치 기술 개발

- 탁상형 고속 테라헤르츠 영상 검색 장치 기술 개발

∙ 시스템 모듈화 방안 연구

∙ 고감도 계측기 통합 방안 연구

- 다중박막 테라헤르츠 발생 기술을 이용한 장치 소형화 및 분광영상 측정 

방안 연구

∙ 원뿔형 파면 및 방사형 편광의 초소형 테라헤르츠 발생장치 제작

∙ 다중박막 단일 선평광 극초단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장치 제작

∙ 테라헤르츠 극초단 펄스 파형 및 분광 단일펄스 측정장치 개발

∙ 원뿔형파면 및 방사형 초소형 테라헤르츠 발생장치 시준기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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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 Development of High-power Terahertz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Necessities

○ Development of a high-power table-top THz wave generation system 

based on an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and a THz wave 

image-inspection system with securing key technologie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security inspection at airport, harbor, and public facilites 

and medical diagnosis with enhanced safety

○ THz wave as a next-generation radiation technology in the fields of 

medical imaging and security inspection, which was introduced in MIT 

Technology Review in 2004 as one of ' 10 emerging technologies that 

will change your world'  and in Yomiuri newspaper in 2005 as the most 

urgent one among 10 fundamental technologi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take up strategically

○ FEL as the most ideal system for high power radiation source, which can 

generate enough power for site-application and KAERI secures the 

world-class technology to make it compact

Ⅲ. Scope and Contents

○ Development of high power THz FEL based on compact accelerator

- Compact microtron accelerator

- Beam optics and radiation shielding system

- Helical undulator

- Low-loss cylindrical waveguide in THz range

○ Development of high-speed THz-imaging technology

- Design of high-speed imaging system with high-power THz wave

- Research on the spectroscopic imaging method with a high power THz 

wave

- Design of remote irradiation system

- Advancement of THz imaging technology

○ Development of table-top high-speed THz image inspection syste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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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ct, high-speed, image inspection system

- Study on the system compactization and spectroscopic imaging 

technology with multi-foil THz generation technology

Ⅳ. Results 

○ Development of high power THz FEL based on compact accelerator

- Compact microtron accelerator

∙ Fabrication and test of compact microtron accelerator equipped with a 

photon-cathode

∙ Design and Fabrication of microtron RF acceleration cavity

∙ Development and test of thermionic cathode installed in the accelerator 

cavity

∙ Fabrication and test of high power RF generator for microtron

- Beam optics and radiation shielding system

∙ Fabrication of beam optics and test of electron beam control

∙ Fabrication of power supply for beam optics magnets

∙ Development of beam characteristic analysis system by using OTR

∙ Development of electron beam shielding system

- Helical undulator

∙ Integration and test of variable-period helical undulator

∙ Design and fabrication of variable-period helical undulator control 

system

∙ Development of electron beam dynamics modeling and simulation

∙ Design of THz beam transport system

- Low-loss circular waveguide in THz range

∙ Analysis of hybrid mode and radiation loss in the dielectric-coated 

cylindrical waveguide

∙ Development of the dielectric-coated cylindrical waveguide fabrication 

technology

∙ Estimation of thermal characteristics of mesh-mirror for a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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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coupler and fabrication of its measurement system

∙ Fabrication of control system of cavity full mirror and detuning 

system

○ Development of high-speed THz-imaging technology

- Design of high-speed imaging system with high-power THz wave

∙ Performance test of a detector for high-speed image scanning system

∙ Basic design of one-dimensional array detector for THz wave

- Research on the spectroscopic imaging method with a high power THz 

wave

∙ Study on a high resolution THz imaging method

- Design of remote irradiation system

∙ Simulation and optimization of the beam optics for a THz remote 

irradiation

- Advancement of THz imaging technology

∙ Detection and analysis of a real-time THz imaging detection

○ Development of table-top high-speed THz image inspection system 

technology

- Compact, high-speed, image inspection system

∙ Study on the system modulation

∙ Study on the integration of high-sensitivity detector

- Study on the system compactization and spectroscopic imaging 

technology with multi-foil THz generation technology

∙ Fabrication of a very-compact THz wave generation system with a 

conical wave-front and a radial polarization

∙ Fabrication of a mutl-foil based linearly polarized single and ultrashort 

high-power THz pulse generation system

∙ Development of an ultrashort THz pulse detection system for pulse 

shape and spectrum in a single shot

∙ Design and fabrication of a collimator for very-compact THz wave 

gen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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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절 연구개발의 목적

‘고출력 테라헤르츠 기술개발’ 과제는 고출력 테라헤르츠파 발생 기술을 바탕으

로 차세대 보안검색 및 의료진단 분야에서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테라헤르츠파는 빛의 대역에서 가장 먼 적외선과 전자파 대역에서 가장 파장

이 짧은 밀리미터파 사이에 존재하는 전자기파 대역으로 파장은 30∼3,000 μm, 주

파수는 0.1∼10 THz, 에너지로는 3∼300 meV에 해당한다. 최근까지 테라헤르츠파

를 발생하고 측정하는 기술의 어려움 때문에 테라헤르츠 갭 (THz gap) 으로 명명

된 유일한 미개척 전자기파 대역이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복합물이나 생체 분자와 같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빛이나 전파로는 미세 구조나 움직임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테라헤르츠파는 

이러한 분자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최적의 도구이며, 에너지가 낮아서 

분자나 원자의 이온화나 구조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안전한 전자기파이다.

그림 1. 테라헤르츠파(terahertz wave)의 정의.

20세기에 들어서서 레이저, 방사광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빛을 가지게 되면서 이

전에 접근이 불가능하였던 미시적 세계 등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반도체와 같이 새로운 물성을 활용하는 획기적인 문명의 이

기 개발이 가능해졌고, 전자파를 매개로한 무선통신과 IT의 발전으로 인류는 시공

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정보를 교환하게 되었으며, 사이버 세계가 우리의 일상이 되

는 등 인류의 삶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빛과 전파가 만나는 전자기파 대역

이 테라헤르츠파이며, 이제까지는 인류가 접근하기 힘들었던 전자기파 대역이었으

나, 이제는 두 영역이 융합하여 지식기반의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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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테라헤르츠파(terahertz wave)의 영역과 활용성.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기존의 테라헤르츠파 출력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도, 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안검색기술 및 엑스선

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의료 진단 및 치료 장치 기술개발을 주요한 목표

로 삼고 있다. 또한 극초단 펄스폭의 레이저 및 전자빔과의 동기화를 통한 초고속

의 물성 현상 분석과 같은 새로운 방사선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다. 

2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미 국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0년대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는 연간 수 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도 9월 11일에 발생한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로 약 3,0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미국은 ‘Homeland Security'  정책

을 통하여 테러로부터 국가와 자국민을 보호하는 종합적이고 초국가적인 체계를 구

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최고 두뇌가 집중된 보스턴에서 발생한 2013년 4월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탄 테러는 대테러 기술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대형 컨테이너, 수화물, 우편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용 보안검색은 기존의 

엑스선 기술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전신검색기 등으로 불리는 대인용 보

안 검색 분야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엑스선 전신검색기

는 피폭 위험성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퇴출되고 있기 때

문이다. 미국은 2013년 5월 말을 기점으로 모든 공항에서 엑스선 전신검색기를 밀

리미터파 검색기로 대체하였다. 밀리미터파 전신검색기는 해상도가 낮아서 프라이

버시 논란은 피할 수 있으나, 검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확하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새로운 보안검색 기

술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우리나라도 국민과 국가기반시설을 테러로부터 안전하

게 보호하는 새로운 국가 안전망 체계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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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안검색 체계는 위험물을 소지한 테러범을 정밀하고 빠르게 식별하는 

대인 검색 기술, 원전과 가스/석유와 같은 에너지 저장시설, 대형 화학시설 등 사고

나 테러 발생 시 국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핵심 시설의 이상 징후를 먼 거리에서 

정밀 감지하는 원격 검색 기술 등을 포함해야 한다. 물질의 분자정보를 분석하는 테

라헤르츠파는 위험물질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자동검색으로 정밀하면서도 프라

이버시 침해없는 대인 검색기술 구현이 가능하다. 핵물질과 독성 가스, 에너지 가스 

등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 핵심시설에 대한 사고나 테러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높은 감도의 원격 검색 기술 개발도 국가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부분이며, 테라헤르츠파는 기체 상태의 분자에 대해서 큰 상호작용 값을 가지고 있어 

정밀 분석과 감지에 적합하다. 

911이후 미국의 ‘Homeland Security’ 관련 산업은 2010년 1,800억불 수준의 규모

로 급성장하였으며, 개인 보안 산업 규모도 동년 100억불 수준의 규모로 예측되어 

보안검색 시장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출처: THz system;: 

Technology and Emerging Market, Thintri Inc. 2010). 미국의 ‘Homeland 

Security'  정책의 강화로 미국과 연결된 전 세계 공항의 보안 수준도 같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 전 세계 보안검색 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선진국과 강대국들은 대규모 시장이 예상되는 보안검색 분야에 대

한 국가적인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시급한 상황

이다.   

표 1. 테라헤르츠 보안검색 기술의 분야별 향후 시장 전망.

 ※  출처: Millimeter Waves: Emerging Markets, A Thintri Market Study (‘12년, Thintri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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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테라헤르츠 검사 기술의 분야별 향후 시장 전망. 

 ※  출처: Millimeter Waves: Emerging Markets, A Thintri Market Study (‘12년, Thintri 

Inc.)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추

구해야 하며,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조기진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

다. 테라헤르츠파는 안전한 비전리 방사선이면서도 분자레벨의 정보를 정확히 읽는

데 최적인 도구이다. 테라헤르츠파 분자식별 기술을 활용하면 암과 건강한 조직을 

확연히 구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초기 암으로 전이되는 전암 조직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테라헤르츠파 분광영상을 통하여 병리조직을 직접 촬영

하면서 분석하는 기술과 함께 DNA나 단백질의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라벨프리 바

이오칩 (label-free biochip) 기술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질병의 초기 미세병변이나 

근원을 진단하는 획기적인 조기진단 기술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테라헤르츠파를 

활용하여 분자 정보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새로운 개념의 획기

적인 치료법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테라헤르츠파(terahertz wave)의 특성 및 응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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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테라헤르츠파 관련 기술개발은 세계적으로 국가 주도로 산학연이 종합적으로 참

여하는 네트워크형 연구개발 체계를 구성하여 소자, 소재, 응용기술, 시스템 등을 

망라하여 개발하고 있다. 테라헤르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

는 응용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실험실에서는 테라헤르츠 분광, 영상, 검

색 등에 있어서 혁신적인 응용 기술이 실현되고 있으나, 발생장치나 시스템에서 현

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획기적인 기술 진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확실한 기술 주도국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승자가 독

식하는 대형의 ‘WINNER-TAKE-ALL'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선

진국들은 테라헤르츠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와 노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1. 국외 R & D 현황

가. 미국

‘04년부터 에너지성(DOE)과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테라헤르츠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의료영상, 안전검색, 항공기 결함

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소형 광원에서부터 초대형 

방사광가속기, 고출력 테라헤르츠 자유전자레이저를 유기적으로 엮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활용 중이다. 국립연구소, 대학 등 약 30개 테라헤르츠 전문연구기관은 기

초과학 전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對테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검색, 폭발물탐지, 지뢰탐지, 불법약물탐지, 우주발사체 결함 비파괴 검사 등에 

관한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다. RPI(Rensselear Polytechnic Institute), RICE Univ., 

Duke Univ. 등의 많은 연구기관은 100대 이상의 테라헤르츠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

능 제어, 나노 공학, 의료 등 기초과학 전반에 대한 원천기술 연구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나 고출력 THz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시간분해 동역학 연구는 초기단계이다. 

미국은 911 이후에 테라헤르츠 보안검색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군사

기술을 상업화하는 DARPA 등의 기관을 통하여 약 400∼500억원에 이르는 복수의 

대형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테러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강한 필요성을 바탕

으로 국방예산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관련 기술의 산업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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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 연합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소형 테라헤르

츠 기술은 물론이고 거대 테라헤르츠 연구 시설인 고출력 테라헤르츠 자유전자레이

저 이용자 시설, 테라헤르츠 방사광가속기 등을 개발하여 첨단 과학 및 기술 개발

에 관한 공동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초대형 4세대 방사광 시설, 극초단 방

사선 시설에 테라헤르츠 발생 설비를 추가하여 물질의 구조와 동력학을 동시에 분

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등 연구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

다.  ‘테라헤르츠 브릿지’ 등의 초국가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공동연구개발을 적

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투자와 협력연구의 성과로 (주)Teraview (캠브리지

市 첨단 바이오벤처 센타 소재)는 테라헤르츠 관련 상용제품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

을 주도하고 있다. 

다. 일본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중점 추진할 10대 국가 기간 기술 중에서 테라헤르

츠 기술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공표하였고 시행 중이다. 특히, 마약과 폭발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보안검색 기술의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연구 개

발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으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이화학연구소에서는 국제 우편물에 포함된 마약, 생화학무기, 폭

발물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테라헤르츠 검색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현장에 설

치하여 시범 운영을 수행하였다. ‘THz, The Future Industry'라는 사업을 통하여 

600억원 규모의 대형 산업화 기술 개발도 수행하고 있다. 

2. 국외 산업계 동향

불과 수 년만에 전세계적으로 수 십개의 회사가 테라헤르츠 소재, 부품, 장비를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테라헤르츠 산업 및 시장 규모는 양적 • 질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참조). 보안검색이나 비파괴 검사기술 등 테라헤르츠 기술로

만 접근이 가능한 독점적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주도형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여파가 향후 의료, 통신, 농업/식품, 환경 

분야로 파급되면서 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Millimeter 

Waves: Emerging Markets, A Thintri Market Study (‘12년, Thintri Inc.)) 현재, 공항에

서 승객을 대상으로 폭발물/위험물 소지여부를 검색하는 밀리미터파 검색 장비가 

쉬폴(암스텔담), 마드리드(스페인), 제다(사우디아라비아), 치앙마이(태국), 멕시코시 

공항에서 설치되어 시범 운영 중이며, 영국, 이탈리아,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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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밀리미터파 검색 장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상에 의존하는 밀리미터파 검

색 기술은 해상도가 낮아서 검색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정밀

도가 높고 분광기술로 자동 검색이 가능한 테라헤르츠 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

측된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공항의 수가 14,000여 개 임을 감안할 때, 테라헤르츠 

검색 기술의 발전은 시장의 양적 팽창에 급격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약 10년 후 테라헤르츠 시장의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트리니티 분석 보고서나 기타 유럽연합의 분석에서도 비슷한 경

향을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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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회사명 주요 제품

일본
Advanced Infrared Spectroscopy Corp. THz 분광분석 장치

Tochigi Nikon Corp. THz 영상장치

프랑스 BFi OPTiLAS 초고주파 및 영상부품

독일

AMO GmbH 고속측정 및 분석모듈

Bruker Optics THz 분광분석 장치

Gigaoptics THz 분광분석 장치

MolTech GmbH THz 재료

미국/독일 Toptica Photonics AG. THz 발생용 레이저

미국

Vermont Photonics Technologies Corp. THz 발생광원

Virginia Diodes Inc. THz 주파수 조합기

Calmer Optcom Inc. THz용 파이버레이저

Clark MXR Inc. THz용 극초단 레이저

Coherent Inc. THz 발생광원

IMRA America Inc. THz용 극초단 레이저

Lumera Corp. THz 계측 모듈

Microtech Instruments Inc. THz 각종 부품

NP Photonics THz용 파이버레이저

Physical Sciences Inc. 양자폭포레이저

Picometrix Inc/Advanced Photonics Inc. THz 분광분석 장치

RadiaBeam Technologies, LLC THz 분광분석 장치

Teraphysics Ltd 진공전자소자(BWO)

Tera-X THz 소자

리투아니아 EKSPLA THz 발생 및 계측기

오스트리아 Femtolasers Produktions GmbH THz용 극초단 레이저

영국

Fianium THz용 극초단 레이저

QMC Instruments THz 계측 모듈

TeraView Ltd THz 영상/분석 장치

ThruVision Ltd THz 영상/분석 장치

표 3. 세계의 테라헤르츠 관련 주요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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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국내 R＆D 현황

 서울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해양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광주과기원 등 10여개의 

대학에서 테라헤르츠 시간대역분광(TDS, Time-Domain Spectroscopy) 장치를 활용하

는 테라헤르츠 분광, 물성, 의과학 기초연구 등을 수행 중이다.

울산과기대는 100 GHz (0.1 THz) 대역에서 동작하는 고출력 진공전자소자인 

Gyrotron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고려대, 서울대 등은 전자소자를 이용한 소형 밀

리미터파 발생장치 및 응용장치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파장한계연구센터 

(SRC, 서울대), 테라바이오연구센터 (ERC, 서울대) 등 대학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

는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테라헤르츠 기초 과학 및 바이오 응용에 대한 장기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계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테라헤르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이하 원자력(연), KIST를 제외한 타 연구원도 동일 줄임 표

기 사용)에서는 1995년부터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장치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는 가장 먼저 테라헤르츠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2000년에 세계 최초로 소

형 가속기를 사용하는 고출력 테라헤르츠 자유전자레이저 개발에 성공하는 등 고출

력 테라헤르츠 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병목기술인 탁상형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장치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전기(연), 전자통신(연), 표준(연), KIST 등에서 기관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테라헤르츠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통신(연)은 약 2000년대 초반부터 테라헤르츠 통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테라

헤르츠 발생 및 검출 소자, 모듈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밀리미터파 대역의 

차세대 초고속 통신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레이저와 광통신 

레이저의 주파수차를 이용하는 소형 테라헤르츠 발생 및 응용장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전기(연)은 2000년대 중반부터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하는 테라헤르츠 시간대역분

광 (TDS) 장치 구축과 테라헤르츠 분광 및 영상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이후 진

공소자를 이용하는 테라헤르츠 발생장치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밀리미터파 대역의 

진공전자소자 개발을 수행 중이며 테라헤르츠를 이용한 식품 검사 기술 개발을 한

국식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표준(연)은 약 2000년대 후반부터 정밀 테라헤르츠 분광 분석이 가능한 

AOS-TDS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다양한 물질의 테라헤르츠 분광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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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하고 있다. 테라헤르츠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표준화 확립이 강력히 요

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다양한 기반 기술 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다.

식품(연)은 전기(연), 전자통신(연)과 공동으로 테라헤르츠를 사용하는 식품 검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테라헤르츠 분광으로 곰팡이, 독소 등 다양한 식품오염인자

를 검사하는 기술과 테라헤르츠 영상으로 벌레, 이물질을 검색하는 기술을 개발하

고 있다. 

그 외, 화학(연), GIST의 고등광기술(연) 등에서는 새로운 테라헤르츠 소재와 물

질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중이며, KIST에서는 테라헤르츠 레이저 다이오드 소자

인 양자폭포레이저 (QCL, Quantum Cascade Laser)에 관한 기초 선행연구를 수행

하였다. 

2. 국내 산업계 동향

국내에서는 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술 개발이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산업분야의 국내 토대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최근

까지는, 주로 연구소와 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을 보조하는 단계이나, 최근, 방

사선 비파괴 검사, 의료용 엑스선 영상, 적외선 열영상, 통신 관련 일부 업체에서는 

테라헤르츠 기술을 차세대 사업 아이템으로 설정하여 장기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거나 기초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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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등)
국 내

기술

격차
대분류 중분류

 THz 소재

 (유/무기) 

강상관전자계 소재 

및 메타물질 개발

o강상관전자재료를 이용한

 THz 발생/검출기 개발

 (일본)

oTHz 소자개발을 위한

 강상관전자재료의 에피박

 막 성장기술 개발

(ETRI)

2년

(70%)

THz 대역용 유기물

기반E/O(Electro-

Optic) 소재개발 

o유기 단결정 소재로 THz 발

 생/검출에 성공(일본)

o고분자박막소재로 THz발

 생기/검출기 개발(미국)

o유기 단결정/박막 소재

 를 THz 시스템에 응용

한

 연구사례는 없음

3년

(70%)

 THz 소자 

(신호원, 

검출기 등)

신호對잡음비가
높은 THz 발생 
기/검출기 개발

o고성능 THz 검출기/레이저

 탑재 THz 펄스이미저(TPI)

 개발(영국)

o광전도 안테나 방식의

 高신호대잡음비(SNR)

의

 THz 발생기/검출기 개

 발(ETRI, KERI, 

KRISS 등) 

3년

(70%)

THz 고출력 신호원 

및 응용기술 개발

o초대형 100W급 THz

 자유전자레이저 개발

 (미국, 러시아)

o소형 수 W급 고출력

 THz 자유전자레이저

 개발 (KAERI)

0년

THz 양자폭포레이저 

(QCL)개발 및 소형 

/고성능 THz 소자 

개발

o화합물반도체 이용 양자

 폭포레이저 개발(미국, 영국)

o최근 이를 이용한 고성능

 실온 이미지 센서 개발 중

o양자폭포레이저 개발을 위

 한 양자우물 구조설계 

 기초 연구중 

 (ETRI, KIST)

5년

(50%)

THz 

이미징/

분광기술

THz 이미징 시스  

템 및 분광시스템 

개발

oTHz 고감도/고해상도 영

 상 감지시스템 연구 개발 중

 (미국, 영국)

oTHz 파라메트릭 발생기

 를 사용한 다양한 이미징 기술

 연구 중 (일본)

o펄스형 신호원 이용 고

 속 투과 및 반사형 이미

징

 장치 개발 중

 (KERI, KAERI) 

3년

(70%)

THz 보안기술 및 

바이오 메디칼 기술 

개발

o3차원 THz 펄스 영상기술

 이용한 생체조직분석(영)

oTHz 기술 기반의 보안기

 술 및 시스템 개발 중

 (미국, 일본)

o고출력 THz 시스템을

 이용 생화학 물질 분광

분

 석기술 개발중 (KAERI, 

 KRISS 등)

3년

(70%)

 THz 통신

THz 근거리 

무선통신 시스템 

제작기술 개발

oTHz 통신채널을 통한 오디오 

 신호송신 최초 시연(미국)

o서브-THz 통신부품을 이

 용한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

 시연(일본)

o서브-THz 대역용 THz

 O/E (Optic-Electro) 

포토

 믹싱 기술 개발중 

(ETRI)

3년

(60%)

표 4. THz 핵심기술에 대한 한국의 기술수준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  출처: 출연연 테라헤르츠 기술 공동 기획자료 (‘08년, 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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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절 가속기 기반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장치 개발

1. 소형 마이크로트론 가속기 개발

가. 광음극 기반 소형 마이크로트론 설계 기술 개발

광전자 기반 마이크로트론을 3D Particle-In-Cell code (CST)를 사용하여 전자

빔의 가속조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광음극 기반 마이크로트론은 열음극 기반 

마이크로트론과 동일하게 설계되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81.6 mm의 직경과 

17 mm의 높이를 갖는 원통형 가속 공동형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공진주파수는 2.8 

GHz이다. 고주파 전달을 위한 waveguide는 200×34 mm2의 직사각형 모양이며 

coupling gap의 폭은 13 mm이다. 전자빔 회전을 위한 자기장은 약 1.1 kG이다. 

그림 4. 3D PIC 코드 CST를 사용한 마이크로트론 설계 조건과 

공진주파수 및 가속 공동 내 전기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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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음극총 기반 마이크로트론 구동에 필요한 RF 출력 power와 가속에 적합한 전

자빔 크기를 구하기 위해 가속 후 살아남은 전자들을 RF power와 전자빔 크기를 

변화시켜가며 비교하였다. 마이크로트론 구동에 필요한 RF 출력 power는 1.95 MW

이며, 전자빔 크기가 0.3 mm 이하인 경우에 가속 후 살아남은 전자들의 수가 많음

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전자빔 궤적 조건은 수송 행렬을 사용하여 계산 할 수 있

으며 그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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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가속을 위한 가속 공동 내의 고주파 위상은      로 약 - 17°

일 때 가장 안정적인 운동을 한다. 방출된 전자빔 중 안정 조건을 만족하는 전자들

만 가속되는 열음극과 달리, 광전자총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트론의 경우에는 

레이저 입사 시간에 의존하여 전자가 방출되고, 그 전자들이 모두 가속되기 때문에 

레이저 입사 시간이 중요하다. 3D Particle-In-Cell code (CST)를 사용하여 레이저 

입사 시간에 따른 전자빔의 운동을 비교하였다.

그림 5. 가속 후 살아남은 전자빔 개수를 비교하여 구한 광음극총 기반 

마이크로트론 구동에 적합한 RF 출력 세기와 전자빔 크기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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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안정된 가속을 위한 전자빔의 진입 위상과 레이저 입사 시간에 따른 

전자빔의 운동.

안정된 가속구간에 입사된 전자빔들은 에너지 차이에 따라 longitudinal 방향으로 

phase focusing이 일어나게 된다. 에너지가 낮은 전자는 에너지가 높은 전자보다 운

동 경로가 짧기 때문에 앞 쪽에 위치한 전자들을 따라잡으면서 펄스폭의 길이가 변

하게 된다. 전자빔이 가장 안정된 가속구간에 입사되면 펄스폭의 변화율이 작다. 마

이크로트론 내에서의 전자빔이 가장 안정된 가속구간을 갖는 레이저 입사 위상을 

찾기 위해, 전자빔의 가속 운동 시 가속 공동 안에서의 전자빔의 길이와 반 바퀴 

회전 후의 전자빔의 길이를 비교하여 전자빔들의 펄스폭 변화율이 가장 작은 지점

을 확인하였다. 

그림 7. 광전자총에 의해 방출된 전자들 중 안정된 가속구간에 입사된 전자빔의 

가속 공동내의 길이 변화율과 반 바퀴 회전 후 길이 변화율.

   안정된 전자빔들이 6번째 회전 후의 x 방향 및 y 방향 에미턴스를 phase 

space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6번째 회전 후의 전자빔의 에너지는 4.15 MeV이며 

x 방향 에미턴스는 0.41 mm-mrad, y 방향 에미턴스는 0.1 mm-mrad 보다 작은 값

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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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광전자총에 의해 방출된 전자들이 마이크로트론에 의해 4.15 MeV로 가속

된 후의 전자빔의 phase space.

나. 마이크로트론 고주파 가속 공동 (cavity) 설계 및 제작 

1) 고주파 가속 공동 설계 및 제작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가속공동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작하였다. 그림 9는 

가속 공동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가속 공동의 직경은 81.6 mm이며 음극홀의 직경은 2 mm이

다. 도파관 연결부(coupling hole)의 크기는 26 mm × 12 mm이며 전자빔 회전부(beam hole)

는 상부 32.2 mm × 7 mm, 하부는 18.9 mm × 5.6 mm로 그림 2와 같이 제작하였다. 제작된 

가속공동의 Quality factor 값은 1.0158x104이며 주파수는 2.801 GHz, 가속전압은 511 keV, 

가속 gradient는 30.06 MV/m이다.

그림 9. 시뮬레이션 모델링의 입체단면도(좌) 및 Beam hole의 단면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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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뮬레이션 결과 및 Mesh 수에 따른 주파수 특성 계산 결과.

그림 11. 설계, 제작된 마이크로트론 고주파 가속공동(cavity).

 

2) 시험 제작된 가속 공동 고주파 특성 시험

제작된 RF공진기의 주파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12와 같이 S-parameter

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그림 13과 같이 공진 주파수는 설계된 주파수, 2800.025 

MHz로 측정되었다. 

그림 12. 마이크로트론 및 RF공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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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실제 측정된 S-parameter의 공진 주파수가 2800.025 MHz로써 마그네트론 

동작 주파수와 잘 일치함.

다. 가속공동 내장형 열음극 전자총 개발 및 성능 시험 

마이크로트론 가속공동용 내장형 열음극 전자총을 LaB6와 CeB6 단결정을 이용하여 개발

하였으며 성능 시험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각각 사용된 단결정의 크기는 하부의 직경이 2.93 

mm, 상부의 직경이 2.5 mm이며 높이가 1 mm이다. 그림 14에서는 LaB6 단결정을 이용하여 

만든 열음극 전자총을 보여준다.  

그림 14. 제작된 LaB6 단결정 열음극 전자총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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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LaB6 열음극 전자총의 전류-전압 특성과 전자방출 특성 측정 결과이다.  

그림 15. LaB6 열음극 전자총의 전류-전압 특성과 전자방출 특성 측정 결과. 

그림 16. LaB6 열음극 전자총의 전자빔 발생 성능 테스트 결과. 

 LaB6 열음극을 이용하여 전자빔 발생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 결과 반복율 1 

Hz, 모듈레이터 인가전압 13 kV, 필라멘트 인가전압 3.75 V일 때 방출전류가 1.12 A로 측정

되었다. 그림 17은 CeB6 단결정을 이용하여 만든 열음극 전자총을 보여준다.  

그림 17. 제작된 CeB6 단결정 열음극 전자총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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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에서는 CeB6 열전자총의 전류-전압 특성과 전자방출 특성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8. CeB6 열음극 전자총의 전류-전압 특성과 전자방출 특성 측정 결과.  

그림 19. CeB6 열음극 전자총의 전자빔 발생 성능 테스트 결과.  

LaB6 열음극 전자총을 이용한 전자빔 발생 성능 테스트 진행결과 LaB6와 비슷한 조건에

서 방출전류가 1.12 A로 측정되었다. 두 열음극 모두 충분한 방출전류값 (1.12 A 이상)을 가

졌으며 전자빔 발생 특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라. 마이크로트론용 고출력 고주파 발생장치 개발 및 성능 시험 

1) 마이크로트론용 고출력 고주파 발생장치 제작 (마그네트론)

그림 20은 마이크로트론의 전자가속을 위한 고주파 발생원이고, 주파수(2.8 

GHz), 첨부출력(2.8 MW), 펄스폭(> 5 ㎲)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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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도입된 고출력 및 고주파 특성의 마그네트론 외관.

그림 21. 마그네트론 출력 특성 측정 결과.

2) 마그네트론 발진 주파수 실험

마그네트론의 주파수 특성은 출력과 더불어 마이크로트론 가속기 작동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Local oscillator 및 주파수 Mixer를 이용하여 마그네트론 발진 

주파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마그네트론의 발진 주파수를 확인하였으며, 그림과 

같이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고, 그림 23과 같이 마크로펄스 내에서 주파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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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마그네트론의 주파수 특성 분석을 위한 실험 개념도.

그림 23. Mix를 이용하여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한 발진 주파수.

3) 마그네트론 발진 주파수 정밀 측정을 위한 코드 개발

잡음이 섞인 발진 주파수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도록 아래의 조건을 이용하여 

코드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코드를 사용하여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였다. 개발된 

코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Data acquisition and verification

� Selection of a time window containing the pulse

� FFT

� Selection of the useful spectru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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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daptive Gaussian filter

� Backward FFT (filtered main signal, s (t))

� The Hilbert transform + backward FFT (filtered quadrature signal, q (t))

� Envelope = √ (s2+q2)

� Phase φ = atan2 (q, s)

� Current frequency = dφ/dt

그림 24. 개발된 code를 사용한 고주파 주파수 변화 측정. 

4) 마그네트론 발진 주파수 튜닝

개발된 Code를 이용하여 주파수를 측정하였고, 그림 25의 적색선과 같이 마크로

펄스 (6 ㎲)동안 주파수가 300 kHz의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모듈레이터 

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증가시켜야하는 우리의 경우 당연한 결과이다. 이 주파수변

화를 최소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작된 모듈레이터와 마그네트론 사이에 RL회

로를 추가하여 발진 주파수 안정화 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그림 26과 같이 

주파수 차를 50 kHz 수준까지 1/6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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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개발된 code를 사용한 마그네트론 발진 주파수 측정.

그림 26. 마그네트론 앞단에 RL회로를 추가하여 발진 주파수를 안정화한 

결과.

 

5) 마그네트론 출력 실험

제작 및 성능 실험을 마친 모듈레이터를 이용하여 마그네트론의 출력 특성을 분

석하였다. 여기에서 방향성 결합기 (directinoal coupler) 및 다이오드를 이용하였으

며, 그림 28에서 보여 지듯이 진행 및 반사파의 출력이 48 kV, 108 A 조건에서 2.5 

MW이상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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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출력 특성 분석을 위한 실험 개념도(진행 및 반사파 출력 분

석). 

그림 28. 출력 특성(1. Cathode voltage, 2. Cathode current, 3. Generated power,

4. Reflected power).

마. 고주파 전송장치용 부품 설계 및 제작

그림 29에서 보여 지듯이 마이크로트론에서 발생된 원형 도파 모드의 고주파를 

Rectangular waveguide에 적합한 사각 모드로 변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tapered 

waveguide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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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고출력 고주파모드 전환용 Tapered Waveguide의 설

계 도면.

고출력 고주파의 전송 특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양의 

Coupling 특성이 필요하며, 1.05이하의 VSWR 및 55 dB이상의 Coupling 특성을 보

유하는 Directional Coupler를 그림 30 및 31과 같이 제작하였으며, 표 5는 그에 따

른 사양서이다.

그림 30. 고출력 고주파 측정용 Directional Coupler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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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출력 및 고주파 측정용 

Directional Coupler의 외관.

표 5. 고출력 및 고주파 측정용 Directional Coupler의 사양서. 

마이크로트론용 챔버 및 도파관내에서 SF6 가스 환경과 고진공을 물리적으로 나

누면서 고주파를 전송하는 부품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고출력(첨두출력 > 2.5 

MW) 고주파를 표면 방전없이 전송할 수 있는 고주파 윈도우의 설계를 완료하였다. 

Al2O3 창과 고순도의 무산소 구리(OFHC) 및 도금된 스테인레스강을 브레이징

(brazing)하여 그림 32와 같이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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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고출력 및 고주파 전송용 고주파 창의 도면.

고주파 창을 통하여 고진공 챔버로 전송된 고출력 고주파를 고주파 가속공동에 

전송하며, 열음극 가열용 전극, 가속공동 냉각용 배관을 고진공 챔버로 공급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도파관 모듈을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그림 33에 나타나 있다.

그림 33. 고출력 고주파 전송용 Straight Waveguide의 도면 및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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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마이크로트론 가속기 조립 및 기본 특성 시험 

1) 마이크로트론용 고주파 부품의 제작 및 조립

그림 34와 같이, 고주파 가속공동의 온도 조절용 배수관 및 열음극에 전력을 공

급할 수 있는 배선 부품을 제작하였으며, 도파관과 고주파 가속공동 및 벨로우즈를 

조립하였다. 이를 통해 부품 상호간의 기계적인 오차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4. 고주파 가속공동 및 도파관의 가조립 상태.

마이크로트론 챔버에 필요한 진공부품과 전자빔 위치 모니터용 지지대를 제작 

및 구비하였다. 진공부품으로써 메탈실링된 Angle-valve 및 O-ring 타입의 

Angle-valve를 사용하였다. 특히 메탈실링용 Angle-valve는 열에 의한 고분자 발생

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외에 액체질소를 이용하는 저온동결트랩(cold tra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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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로터리펌프에서 오일이 고진공부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림 35에

서 부품 및 개략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마이크로트론의 구동을 위한 진공 및 Beam target 부품의 개략도. 

2) 고출력 고주파 펄스 인가 시험

그림 36과 같이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진용 마이크로트론 구동에 필요한 마그네

트론 모듈레이터의 성능을 테스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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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마이크로트론 구동을 위해 조립된 마그네트론과 각종 고주

파 부품(위) 및 모듈레이터(아래).

마그네트론 구동용 모듈레이터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모듈레이터 성능 테스트 결과 분석을 위한 기준 데이터를 그림 37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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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모듈레이터 측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실제 성능 테

스트를 위한 기준 데이터.

Dummy load를 사용하여 고전압, 고전류 인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마그네트론 

구동을 위한 filament 보호용 voltage 및 current는 각각 12.6 V 및 14.5 A으로 설

정하였다. 

그림 38. DC voltage 크기에 따라 측정된 Current Transformer(CT)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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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DC voltage 크기에 따라 측정된 Capacitive Voltage Divider (CVD) 값.

3) 가속공동 최적화를 위한 고주파 특성시험 및 마그네트론 주파수 측정

주파수를 수정, 보완하여 제작된 고주파 가속공동의 S-parameter를 측정한 결과, 

2.795 GHz에서 고주파 가속공동의 Q값과 효율이 각각 8734와 52%로 측정되었다. 

또한, 정방형 고주파 창을 제작하여 S-parameter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2.795 

GHz에서 출력손실이 0.5%이하를 만족하였다.

그림 40. 고주파 가속공동 제작 및 S-parameter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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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고주파 창의 제작 및 S-parameter 측정. 

그림 42와 같이, 마이크로트론에 있어 고주파 출력을 인가해 주는 마그네트론의 발진 

주파수 및 특성을 측정하였다. 기준이 되는 고주파 신호와 마그네트론 신호를 혼합하는 

Mixer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마그네트론의 주파수를 측정하였으며, 300 

kHz의 주파수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2. 마그네트론의 주파수 측정 실험도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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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펄스구성계통 (pulse forming network, PFN) 장치 설계 및 특성 

시험

마그네트론 구동용 모듈레이터의 구종에 필요한 전기펄스구성계통(pulse forming 

network, PFN)을 설계하였다. 그림 43은 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서 스위치 

타입은 점화장치에 필요한 Thyratron이 사용되었으며, 매 주기마다 PFN의 완전한 

방전을 위해 고효율 충전기가 요구되고, 초기전압은 조건은 10∼15 kV이다. 

그림 43. 모듈레이터 PFN 설계 회로 및  시뮬레이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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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my load를 사용하여 CVD, CT 교정을 위한 기준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모

듈레이터 펄스 입력 전압은 세 개의 값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그림 44에서 보이는 

것처럼 400 V, 500 V, 550 V이다. 

그림 44. 기준 데이터 작성을 위한 마그네트론용 모듈레이터 실제 성능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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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N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더미로드를 사용하였

다. 이를 통해 고전압 변압기에 적용된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를 측정할 수 있었고, 

그 값은 그림 45에 나타난 것처럼 각각 100 nH와 398 pF이다. 

그림 45. PFN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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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N의 성능 개선을 위한 Corrector 구성 후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측정 데이터

를 토대로 그림 46과 같이, 새로운 설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46. 성능 개선을 위해 설계한 교정 회로 측정 결과 및 PFN 시뮬레이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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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마이크로트론 전자빔 동역학 및 전자빔 인출 최적 조건 도출 

마이크로트론으로부터 가속된 전자빔을 빔라인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출기

(extractor)를 제작하기 위해 기본 설계를 그림 47과 같이 완료하였다. 

그림 47. 기존 및 새로운 인출기의 제작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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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기에 의한 전자빔 궤도상의 자기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48과 같이 자기장보상부(compensator)의 상면이 인출기

와 일치하도록 할 때(x=0), 마지막에서 두 번 째의 전자빔 궤도상 자기장을 최소화

하기 유리한 조건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인출기 내부의 잔류 자기장이 10 G가 예

측되었으며, 이는 전자빔의 직선운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

였다. 

그림 48. 마이크로트론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결과.

아. 마이크로트론 가속기 전자빔 가속 및 인출 시험

전자빔의 특성을 알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전자빔 가속 및 

인출 실험을 위하여 랩뷰(Labview)기반의 광학전이방사 (optical transition radiation, OTR)

를 이용한 빔계측 장치를 제작·설치하여 전자빔의 특성 측정 및 분석을 하였으며, 4중극 자



40

석 조절을 통한 전자빔 분포 제어 및 측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전자빔의 전류는 파라데이컵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자빔 특성 분석 장치는 엑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스크린 마운트를 

상하방향으로 85 cm 움직일 수 있으며,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크린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9. 전자빔 특성 분석장치. 

  

 그림 49는 OTR을 이용한 전자빔 특성 분석 장치이다. 전자빔 특성 분석 장치와 페러데

이컵을 이용하여 전자빔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50, 51에 나타나 있다. 전자빔 특성 

측정 결과 전자빔 마이크로 펄스 전류 45 mA, 전자빔 에너지 6.5 MeV, 전자빔 펄스폭 4.8 μ

s, 전자빔 에너지 분산 0.4% 전자빔 에미턴스 수평 1.07 mm·mrad, 수직 0.45 mm·mra으로 

모두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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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파라데이컵을 이용한 전자빔 전류 파형 측정 결과.

그림 51. 수평 및 수직축 에미턴스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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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K값에 따른 전자빔 형상. 

그림 53. K값에 따른 전자빔 반치폭 크기와 rms(root mean square) 크기.

그림 52, 53은 4중극 자석의 K값에 따른 전자빔 형상 측정결과이다. 전자빔 형상 측정 결

과 K값을 36∼80 1/m2으로 변화시킬 경우 수평성분의 반치폭 값은 2.75∼8.85 mm로 증가하

였으며, 수직 성분의 반치폭은 4.87∼1.29 mm로 감소하다가 1.29∼1.63 mm로 다시 증가함을 

보였다. 

  

2. 빔광학계 및 차폐체 개발 

가. 빔광학계 설계 및 전자빔 제어

테스트 빔광학계의 초기값 설정을 위해서 마이크로트론에서 인출되는 전자빔 변수 값을 

사용하여 ELEGANT 코드로 모의실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OTR (Optical Transition 

Radiation) 스크린에서 예상되는 전자빔 크기 및 에미턴스를 계산하여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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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ss parameters 값 Beam parameters 값

Dispersion (η/η' ) 0.52 m / 1.5 Bunch charge 12 pC

Beta function (βx/βy) 0.16 / 1.75 m Kinetic Energy 6.5 MeV

Alpha function (αx/αy) -2.94 / 0.175 rms Energy spread 0.3 %

- - rms Emittance (εx/εy) 0.9 / 0.3 mm mrad

- - Bunch length 10 ps

표 6. 빔 인출부에서의 전자빔 변수.

그림 54. 테스트 빔광학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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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rupole k (m-1) Dipole
Deflecting 

angle

L1 20.81 M1 30o

L2 -36.73 M2 30o

Q3 -13.12 BM3 30o

Q4 -18.16 - -

Q5 42.57 - -

Q6 -25.81 - -

표 7. 시험용 빔라인의 빔광학계 변수 값. 

그림 55. 테스트 빔광학계에서의 전자빔 변수 변화 및 크기. 

   위 그림은 테스트 빔광학계를 따라 전자빔의 변수들이 변하는 정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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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값

Micropulse duration 10 ps

Beam size (Δx/Δy)FWHM 620 / 300 μm

Normalized Emittance (εx/εy) 12.56 / 4.25 mm mrad

표 8. 시험용 빔광학계에서의 전자빔 변수. 

시험용 빔라인의 전자석 특성 측정 및 변화율 (conversion factor)을 계산하기 위한 실험

을 진행하였다. 4중극 자석에 설치된 steering magnet에 인가하는 전류의 변화에 따른 전자

빔의 위치변화를 측정하여 이 값들을 선형 피팅하여 변화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결과 Q4X

의 변화율은 24.974 mm/A이며, Q3Y는 -2.856 mm/A이다.   

그림 56. 전자빔 전송 실험 결과 및 Calibra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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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빔광학계 부품 설계 및 제작

마이크로트론에서 가속된 전자빔을 교번자장기까지 전송하기 위한 전자빔 전송광학계용 

사극전자석을 설계 및 제작하여 자기장을 측정하였다.

그림 57. 사극전자석 제작도면.

그림 58. 사극전자석 실제 모습 및 자기장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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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극 및 이극 자석용 전원 장치 제작

사극(quadrupole) 및 이극(bending) 자석용 전원장치를 자기장 기울기 세기에 따라 두 사

양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였다.

Parameters OPS-305 EX 30-20

Output Power 150 W 0.7 W

Output rating 0~30 V/0~5 A (@0℃~40 ℃) 0~30 V/0~20 A (@0℃~40℃)

Stability(1 h rwarm-up)
±(% of output+offset)

0.02%+1 mV/ 0.1% + 1 mA ≤ 15mV/ £ 10 mA

Resolution
≤250 mW/≤50 mA @P/R
  1 mV/ 100 mA @D

≤0.6 mV/ ≤0.5 mA @P/R
 10 mV / 10 mA @D

Accuracy(@25℃±5 ℃) 
±(%of output+offset)

0.05%+10 mV/0.15%+5 mA @P
0.05%+ 5 mV/ 0.08%+3 mA @R

0.1%+45 mV/0.1%+60 mA @P
0.1% +30 mV/0.1%+40 mA@R

표 9. 사극 전자석 전원장치 사양.

 

변수 OPS 3050

Output Power 1.5 kW

Output rating 0∼30 V / 0∼50 A (@0∼40 ℃)

Stability 0.02% + 1 mV/ 0.1% + 1 mA

Resolution
≤250 mW /≤ 380 mA @P/R

  1 mV / 1 mA @D

Accuracy
0.05%+10 mV/0.2%+10 mA @P
0.05% +5 mV/0.15%+5 mA @R

표 10. 이극전자석 전원장치 사양.

라. OTR을 이용한 빔 특성 분석장치 개발

전자빔의 Twiss parameter와 에미턴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4중극 자석과 OTR (Optical 

Transition Radiation)을 이용한 빔특성 분석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랩뷰와 매트랩을 

기반으로 측정 및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진다. 측정 방법은 랩뷰를 이용하여 사중극 자석을 

제어하고 이때의 집속세기에 따른  전자빔의 형상을 영상정보로 취득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

보는 매트랩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다시 랩뷰를 이용하여 표시하게 된다. 그림 59에서는 

빔특성 분석장치의 알고리즘과 장치 개략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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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빔특성 분석장치의 알고리즘과 장치개략도.

그림 60, 61에서는 Labview를 이용한 빔특성 분석 장치의 제어 판넬과 프로그램 코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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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Labview를 이용한 빔특성 분석 장치 제어 판넬.

그림 61. LABVIEW 프로그램 코드.

 빔특성 분석장치 프로그램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전자빔 궤적 계산 코드(Elegant)를 이

용하여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능 평가는 전자빔 궤적 계산 코드를 이용하여 사중극 자

석의 세기변화에 따른 OTR 스크린에서의 전자빔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 빔 이미지를 본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전자빔 에미턴스의 값을 계산하였을 때 초기 값과 비교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초기 조건은 전자빔 에너지 30 MeV, 에너지 폭 0.1% 전자빔뭉치의 전하

량 200 pC, 전자빔뭉치의 길이 200 fs, 사중극 자석과 OTR 스크린 사이의 거리 2 m로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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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측정 전 전자빔 Image와 초기 전자빔 변수.

그림 63. 사중극 자석의 집속세기 K값에 따른 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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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63는 빔특성 분석장치의 프로그램 성능 평가를 위하여 계산 코드를 이용하여 추

출한 이미지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림 64. ELEGANT와 MATLAB을 이용한 결과 분석 비교.

그림 65. MATLAB을 이용한 빔 profile 분석. 

 

Matlab 분석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계산코드를 이용하여 추출한 이미지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그림 64, 65에서와 K값에 따라 변하는 빔의 형상에 따른 빔 크기 값을 비교하였으

며, 계산 코드와 분석 프로그램의 표준 오차는 약 2.3%로 비교적 낮은 값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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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전자빔 에미턴스와 Twiss parameter를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는 수평성분의 

에미턴스는 1.05 μm rad, 수직성분은 1.06 um rad이었다. 분석결과의 오차는 약 5∼6% 이었

다.   

그림 66. 빔특성 분석장치를 이용한 모의 실험 결과. 

 더 다양한 경우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하여 4극 자석과 스크린사이의 거리와 에너지 선

폭, 초기 에미턴스를 변수로 추가하여 전자빔 에미턴스와 Twiss parameter를 계산하였다. 분

석 결과는 그림 66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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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각 변수에 따른 모의 실험 결과. 

 분석 결과, 4극 자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16%@1 m) 에너지 선폭이 클수

록(11%@5%) 오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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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빔특성 분석 장치의 설계 및 제작 설치.

 

빔 특성 분석 장치의 실제 성능 점검을 위하여 시험라인에 설치하여 테스트 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림 68에서는 빔 특성 분석장치의 설계 및 제작하여 설치된 것을 보여준다. 빔 특

성 분석 장치는 6-방향 진공 챔버로 제작되었으며, 뷰포트를 2개 설치하였다. 1인치 직경의 

스크린을 사용하였으며, 엑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스크린 마운트를 상하방향 85 cm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 스크린은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관찰하게 된다. 빔특성 분석 장치의 테스트

는 전자빔 에너지가 6.5 MeV, 전자빔 펄스폭 4.8 μs, 전자빔 마이크로 펄스 전류 45 mA, 전

자빔 에너지 분산 0.5%인 빔라인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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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빔라인에서의 측정 분석 결과는 그림 69, 70에 나타나 있다. 테스트를 위한 전용 

빔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4극 자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거

리는 68.5 cm 이었다. 측정 결과는 수평성분의 에미턴스는 1.07 μm rad , 수직성분의 에미턴

스는 0.45 μm rad 이었다. 여기에서 4극 자석과 스크린 사이의 가까운 거리로 인한 오차는 

약 15.8%로 분석되었다. 

그림 69. Horizontal emittance 측정 결과.

그림 70. Vertical emittance 측정 결과.

마. 코일형 빔 특성 분석장치 개발

코일형 실시간 전류 및 전자빔 위치 측정기를 개발하였다. 간편하고 저렴하면서 비교적 

감도가 높은 코일형 실시간 전류 및 전자빔 위치 측정기 개발을 목표로 하여 시제품을 제작

하고 시험하였다. 4개의 코일이 페라이트 코어에 감겨있고 각 코일들은 연산 증폭기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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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에 연결된다. 아래 그림에서 Wa와 Wb가 작동 할 때는 Wc 와 Wd가 두 코일 사이의 

틈처럼 작용하여 단락된다. 두 코일 사이에 유도 전류가 다르면 그 차이를 이용하여 전자빔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빔전류 ‘I=A+B+C+D’가 되며 빔 위치는 ‘X=(A-B)/(A+B)’, 

‘Y=(C-D)/C+D)’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림 71. 코일형 실시간 전류 및 빔위치 측정기의 개략도.

외경 100 mm, 내경 60 mm, 두께 10 mm, 투자율 1000인 페라이트 코어를 이용하였다. 

각 코일은 전선을 10번 감았으며 민감도 S = 100 mV/(A·mm)로 설계하였다. 측정 가능한 

펄스폭은 수 μsec 이하, 공간 분해능은 0.2 mm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2. 시제품으로 제작한 코일형 실시간 전류 및 빔위치 측정기.



57

그림 73. 코일형 실시간 전류/위치 측정기 시제품 측정 테스트 결과.

   입력전류 I = 100 mA, 펄스 지속 시간은 13 μs 일 때 시제품을 시험하였다. Rsens = 

100 Ω일 때 감도 S = 100 mV/(A·mm)이었고, 반응시간은 150 ns이었다. 테스트 결과 공간

분해능은 0.2 mm 이하였다. 시제품을 바탕으로 코일형 실시간 전류 및 빔 위치 측정기와 빔

위치 측정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작·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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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제작한 코일형 실시간 전류 및 빔 위치 측정기 및 전자회로.

그림 75. 빔 위치 측정을 위해 개발한 소프트웨어 실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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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자빔 차폐체 개발  

고출력 THz 자유전자레이저 발생을 위해 가속된 전자들은 마이크로트론, 휨자석 

등을 진행하면서 진공내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거나 진공관 혹은 챔버 안쪽 벽에 충

돌하면서, 그 에너지를 잃고 제동복사선을 방출시킨다. 이 때 방출된 제동복사선은 

충돌 전자빔 에너지와 같은 수 MeV 부터 수백 keV 이하로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선속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스펙트럼 분포를 가지는데, 특히 고에너지 감마선은 

물질 투과도가 높기 때문에 차폐에 유의 하여야 한다. 

전자빔의 에너지가 높은 경우, 약 2∼3 mm 두께의 빔전송 라인에 충돌하는 전

자빔은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알루미늄과 같이 원자량이 낯은 물질로 전자빔을 

일차 차폐하고 에너지가 높은 감마선 차폐를 위해 원자량이 높은 납으로 이차 차폐

를 하여야 한다. THz 자유전자레이저 발생을 하고 난 전자빔을 모두 흡수해야 하

는 덤프도 유사한 방식으로 알루미늄으로 일차 차폐를 하고 납으로 이차 차폐를 한

다. 본 THz 자유전자레이저 발생 장치의 경우 전자빔 평균 출력이 매우 낮으므로 

냉각 장치는 필요 없다.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에서 전자빔 손실을 고려해야 하는 3가지 주요 부분, 마이

크로트론, 빔전송라인, 빔덤프/undulator에서 방사선 발생 및 차폐를 계산하였다. 첫

째, 마이크로트론에서는 가속 공동 내부와 전자빔 인출기(extractor) 두 부분에서 전

자빔 손실이 발생한다. 가속 공동 내에서는 가속 위상에 입사되지 못한 방출된 열

전자들이 주변 고주파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어 가속공동 내부 벽에 충돌하면서 제

동복사선을 방출한다. 이 전자들은 평균 전류는 최대 50 mA/5 μsec 로 높은 편이

나 대부분 1 MeV 이하의 낮은 에너지의 전자들이다. 전자빔 인출 부분 (extractor)

에서는 가속된 전자빔이 마지막 궤도 180〫 에서 마이크로트론 외부로 인출 시 

extractor 주변에 충돌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게 된다. 이 부분은 dispersion이 가장 

큰 부분으로 고주파 위상 및 출력 안정도와 전자빔의 에너지 퍼짐도에 의한 

dispersion 크기에 따라 손실량이 달라지는데 초기 시운전을 포함하여 인출 전자빔

의 약 1∼10%의 손실이 예상되며 안전 확보를 위해 10% 손실의 경우에 대해 평가

하였다. 

두 번째로 빔 전송 라인에서는 주로 전자빔의 에너지 분포에 영향을 주는 휨자

석에서 전자빔의 저에너지 꼬리 부분이 경로가 바뀌면서 발생하며, 보수적인 계산

을 위해 약 0.1%의 전자가 1.5 mm 두께의 전송 빔라인 파이프와 충돌하면서 발생

되는 방사선량 및 차폐를 계산하였다. 이 때 전자빔이 휨자석을 통과하면서 방출되

는 방사광은 적외선 영역으로 무시하였다. 마지막으로 undulator를 통과하면서 THz 

waveguide에 부딪혀 손실되는 전자빔과 빔덤프에 입사된 전자빔에 의한 방사선량

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undulator 내 직경 4 mm, 두께 0.5 mm인 구리관에 충돌되

는 전자빔 손실은 최대 1% 이하이며 주변이 철과 자석용 pole 및 삽입장치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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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지하고 있는 비자성 스텐레스 스틸 물질 등 약 100 mm 이상의 철과 같은 물

질로 에워싸고 있어서 삽입창치 외부 및 전체 시스템 차폐로 방사선 차폐가 가능하

다. 하지만 대부분 전자빔은 진행 방향에 있는 빔덤프에 입사되어 같은 방향으로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이 방출되므로 전자빔 덤프에서의 방사선 평가 및 빔덤프 설

계가 중요하다.

그림 76. THz 발생장치 중 주요 전자빔 손실 예상 위치. ➀마이크로트론 내부 

고주파 가속관 및 전자빔 인출 부분 ➁ 전자빔 전송라인의 휨자석 부

부분 ➂ 삽입장치 및 빔덤프 부분.

고출력 THz 발생장치에서 가속되는 전자빔의 에너지는 6.5 MeV 이며, 펄스폭이 

5 μsec인 Macropulse 당 전류는 약 50 mA이다. 전하량으로 환산하면 Macropulse 

당 약 1.56×1012 개의 전자가 방출된다. 이 시스템은 10∼100 Hz 빈도로 가동되므로 

Macropulse 당 발생하는 방사선의 방출량을 계산함으로써 가동 빈도수에 따른 차

폐를 고려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GEANT4를 이용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입사 전자빔에 의해 발생되는 감마선의 방출량을 계산하였고, 방사선 안

전 차폐를 위해 필요한 차폐체의 두께와 구조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 

1) 마이크로트론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평가 및 차폐

마이크로트론에서 전자가 가속될 때 이상적인 경우에는 모든 전자가 원형의 궤

도를 따라 가속되고 에너지가 6.5 MeV가 되면 빔 파이프로 인출되는 것이다. 하지

만 실제 전자가 가속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효과들로 인해 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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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부분, 가속 공동과 인출부 (extractor) 벽에 충돌하여 손실된다. 마이크로트

론은 철 (Fe) 로 구성되었으며 직경 650 mm, 두께 30 mm (즉, 내경 590 mm), 높

이 80 mm인 원통을,  직경 650 mm 두께 50 mm인 원반으로 위, 아래를 덮은 원통

형이다. 내부에 Cu로 된 가속 공동과 순철로 된 인출부 (extractor)가 있다. 

먼저 가속 공동에서는 캐소드에서 방출된 수십 keV의 열전자가 가속위상에 진

입하지 못하여 가속 공동 출구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벽에 충돌하여 방사선을 방

출하는데 이들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수십 keV에서 약 500 keV에 이른다. 최악의 

경우로 1 MeV, 50 mA 전자들이 가속공동 내부인 Cu에 충돌한 경우에 대해 방사

선 평가를 하였다. 

그림 77. GEANT4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microtron 구조.

GEANT4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조와 구성 물질, 

입사빔의 특성, 계산에 포함될 물리 현상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마이크로트론의 구

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복잡한 가속 공동 구조 대신 마이크로트론 내부의 충돌 물질로 두께 7 mm, 10 

mm × 10 mm 크기의 구리 블록에 전자빔이 충돌된다고 가정하였다. 물리현상은 

GEANT4의 standard EM physics를 이용하여 설정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여 마이크로트론 외부로 빠져나오는 감마선의 분포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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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Microtron에서 발생하는 감마선 계산 결과.

방출된 제동복사선은 입사 전자빔의 에너지보다 낮은 0.2 MeV 근처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이크로트론 외부를 SUS를 이용한 case로 둘

러쌀 경우, SUS의 두께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78과 같이 SUS의 두께를 

1 mm, 2 mm로 변화시켰지만 차폐 효과는 별 차이가 없었고, 계산적에서 1 μJ 이

하로 줄이기 위해 2 cm 두께의 SUS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Macropulse 당 발생

된 감마선의 총 에너지는 표 11에 나열하였다. 

SUS 두께 펄스당 방출에너지

No SUS 0.130 mJ

SUS 1 mm 0.124 mJ

SUS 2 mm 0.116 mJ

SUS 20 mm < μJ

표 11. 가속 공동에 충돌된 전자빔에 의해 방출된 방사선 에너지. 

 

마이크로트론에서 또 다른 감마선의 소스인 최종 가속 전자가 빠져나가는 인출

과정에서 생기는 감마선의 분포를 계산 하였다. 전자가 충돌하는 부분은 무극성 

SUS 로 이루어져 있으며 6.5 MeV 의 전자가 전체 전하량 중 5% 정도가 충돌하게 

된다. 마이크로트론 외부로 빠져나가는 감마선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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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Microtron에서 발생하는 감마선 계산 결과.

 입사 전자빔이 6.5 MeV의 높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마선의 양

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펄스 당 방출되는 감마선의 에너지는 0.216 mJ 

로 앞의 경우보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선 발생량을 1 μJ 이하

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납의 두께는 5 cm 인데 마이크로트론에서 발생하는 감마선

의 국부적인 차폐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마이크로트론의 주변을 가공이 쉬운 2 

cm 두께의 SUS로 일차 국소 차폐를 하고 이차 차폐를 시스템 전체의 차폐물로 수

행하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시스템 전체의 차폐는 상자 모양으로 지지가 강한 구조

물이어야 하므로, 1 cm 두께의 SUS 판 사이에 6 cm 두께의 납으로 구성된 판으로 

할 예정이다. 

그림 80. 마이크로트론의 방사선 국소 차폐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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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빔 전송계 휨자석에서의 방사선 평가 및 차폐

전자빔이 휨자석에 의해 경로 방향이 휘어질 때 설계된 에너지보다 높은 전자들

은 원하는 각도만큼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낮은 에너지의 전자들은 각도가 너무 

많이 회전되어서 결국 전송빔 라인 파이프 내벽에 부딪히게 된다. 특별한 사고를 

제외한 최악의 경우, 전자빔 중 최대 0.1%의 전자가 경로 변경과정에서 빔 파이프

와 충돌하여 감마선을 방출하게 된다. 비록 충돌에 관계되는 전자의 양은 적지만 

가속된 전자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하게 된다. 빔 

파이프는 SUS304로 이루어져 있으며 2 mm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 보수적인 계산

을 위해 두께가 1.5 mm인 빔 파이프에 에너지가 6.5 MeV인 전자빔이 충돌하였을 

경우 방출 감마선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성과 높은 신뢰도를 가지도록 하였

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81. 빔파이프 시뮬레이션 구조.

빔파이프의 지름은 40 mm이며 파이프의 휘는 반지름은 287.6 mm이다. 파이프

를 통과하는 전자빔의 지름은 100 μm이며 진행하는 전자빔의 0.1%만 파이프 벽과 

충돌하게 된다. 파이프의 두께가 1.5 mm 정도이며 전자빔의 에너지에 비해 두께가 

얇기 때문에 감마선 방출과 동시에 많이 양의 전자도 투과될 것이다. 펄스 당 방출

되는 감마선과 전자의 에너지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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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빔파이프에서 발생하는 감마선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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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빔파이프에서 발생하는 전자의 에너지 분포.

 

위와 같은 분포를 가지는 감마선과 전자가 방출된다고 했을 때 펄스 당 방출되

는 에너지양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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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종류 두께 펄스 당 방출 에너지

감마선
1 mm 0.12 mJ

1.5 mm 0.13 mJ

전자
1 mm 0.57 mJ

1.5 mm 0.31 mJ

표 12. 빔파이프에서 발생하는 감마선과 전자 에너지.

전자의 경우 파이프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투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동복사 에

너지가 조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빔 파이프를 투과한 전자들은 다른 물질과 충돌하면서 또 다시 감마선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감마선 차폐를 위해서는 휨자석 주위에 국부적인 전자 

및 감마선 차폐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전자와 감마선이 가장 많이 새

어나오는 부분에 2 cm 두께의 알루미늄 구조물로 일차 전자 차폐하고 그 주위를 

아래 그림과 같이 6 cm 두께의 납을 이용하여 일차 감마선 차폐를 한다. 최종 이차 

감마선 차폐는 마이크로트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US(1 cm)/납(6 cm)/SUS(1 

cm) 판으로 구성된 차폐벽으로 한다. 국소 차폐용 알루미늄이나 납은 빔라인 및 빔

광학계 시스템, 그리고 빔진단 시스템이 결정된 이 후에 상세 설계를 통해 크기를 

최소화 및 최적화한다. 

그림 84. 빔라인 휨자석 부분의 방사선 국소 차폐 도식도.

3) 빔덤프의 방사선 평가 및 차폐

가속된 전자는 THz를 발생시킨 이후에 모든 에너지를 빔덤프에 전달하고 그 수

명을 다하게 된다. 가장 많은 양의 전자가 물질과 충돌하는 부분으로 가장 많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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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이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를 감쇠시키면서 효과적으로 감마선의 

방출을 줄이는 것이 감마선 차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전자가 물질과의 

충돌로 감마선을 만드는 과정은 제동복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의 

전자빔이 높은 원자번호의 물질과 충돌할수록 양은 물론 에너지가 높은 감마선이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와 같이 낮은 원자번호를 가지는 물질과 충돌 시켜 

전자빔의 에너지를 잃게 함으로써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 이

후에 주위를 납으로 감마선을 차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설계 구

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85. 계산에 사용된 빔덤프 설계 구조.

전자빔은 안쪽의 알루미늄에 충돌하여 대부분의 에너지를 잃게 되며 높은 에너

지의 감마선을 방출시키고 알루미늄을 둘러싼 납에 의해 감마선이 차폐된다. 먼저 

알루미늄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서 같은 두께의 납 차폐체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

는 감마선의 발생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림 86을 살펴보면 알루미늄의 두께가 얇게 되면 입사 전자 중 일부분은 알루

미늄을 투과한 이후 납과 충돌하게 되고, 이때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을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께 1.5 cm와 3 cm를 비교하였을 때, 전자의 stopping 

power 이상의 두께인 경우는 전자가 거의 투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감마선 발생량의 

차이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알루미늄의 두께는 stopping power range로 

결정하는 것이 감마선 차폐에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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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빔덤프의 알루미늄 두께에 따른 감마선 방출량.

Al 두께 펄스당 방출에너지

0.75 cm 1.95 mJ

1.5 cm 1.34 mJ

3.0 cm 1.16 mJ

표 13. 알루미늄 두께에 따른 방출된 감마선 에너지량.

그림 87과 같이, 알루미늄의 두께가 결정된 후에는 납 차폐체의 두께가 두꺼울수

록 빠져나오는 감마선의 양이 줄어드는데, 납의 두께에 따른 감마선 방출량은 표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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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빔덤프의 납 두께에 따른 감마선 방출량.

납 두께 방출에너지 / shot

2 cm 19.04 mJ

3 cm 11.31 mJ

4 cm 6.83 mJ

5 cm 4.16 mJ

표 14. 빔덤프의 납 두께에 따른 감마선 에너지 방출량.

제동복사 감마선은 전자가 입사한 방향에서 1/γ 각도 이내로 대부분 방출되기 

때문에 6.5 MeV의 경우 약 80 mrad 이다. 즉, 10 cm 두께의 납의 경우는 약 8 

mm 이며 산란에 의한 퍼짐도를 고려하면 약 1.5 cm 이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

사에 의한 차폐를 위해 방향에 따른 감마선 방출량을 살펴보았는데 85% 이상이 진

행 방향으로 방출됨을 알 수 있다. 수직입사의 경우, 알루미늄 3 cm에 측면은 10 

cm 납으로 진행방향은 20 cm의 납으로 차폐한 경우 방사선량은 50 μJ 이하로 계

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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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방향에 따른 감마선 방출량.

방향 펄스당 방출에너지

전체 1.34 mJ (100%)

되튀어 나오는 반사 방향 0.193 mJ (14.4%)

투과되는 진행 방향 1.147 mJ (85.6%)

표 15. 방향에 따른 감마선 방출 에너지.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고출력 THz 발생장치의 삽입장치는 나선형 자석

을 사용하므로 삽입장치를 통과한 전자빔은 직선 방향이 아닌 방사형으로 퍼지면서 

빔덤프에 입사된다. 이 경우 전자빔 혹은 감마선의 진행 거리는 계산에서 사용한 

수직 입사인 경우보다 더 길어진다. 즉, 30° 입사의 경우, 10 cm 두께의 납 차폐의 

경우 약 14 cm 두께의 납 차폐 효과를 보는 셈이다. 따라서, 3 cm 두께의 원통형 

알루미늄으로 일차 전자빔 차폐를 하고 10 cm 두께의 납으로 일차 감마선 차폐를, 

그리고 SUS(1 cm)/납(6 cm)/SUS(1 cm) 판으로 구성된 차폐벽으로 삽입장치를 포

함한 시스템 차폐를 하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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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빔덤프 구조의 도식도.

4) 시스템 차폐 및 방사선 평가

전체 시스템 중 감마선이 발생하는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사선 평가를 하

였는데 시스템의 크기를 소형화 하면서 감마선이 완벽하게 차폐되기 위해서는 국부

적인 차폐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납을 이용하여 차폐하여야 한다.

우선 각 부분을 시뮬레이션 한 것을 통합하여, 즉, 마이크로트론 및 휨자석 부분

에서 발생되는 방사선량과 알루미늄 3 cm, 납 10 cm의 빔덤프를 통과하고 방출되

는 방사선량을 하나의 납 상자에 넣고 감마선이 납 상자 밖으로 빠져나오는 분포를 

계산하였다. 10 cm 두께의 납으로 외부를 차폐하였을 때 펄스 당 0.99 μJ의 에너지

를 방출하였고 20 cm로 두께를 늘렸을 경우는 계산 결과 감마선이 빠져나오지 못

하였다. 따라서 SUS(1 cm)/납(6 cm)/SUS(1 cm) 판으로 구성된 가속기 구조물을 

따라 설치하게 될 벽 차폐와 전체 시스템을 에워싸게 되는 컨테이너 박스를 합하면 

고출력 THz 자유전자레이저 발생 장치는 이동형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전체 중량을 줄이기 위해 지지 구조믈을 이용하

여 시스템 차폐벽 용량을 줄이고 유지 보수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블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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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고출력 THz 자유전자 발생장치의 시스템 벽 차폐 및 차폐 컨테이너의 

도식도.

3. 나선형 교번자장기 (helical undulator) 개발

교번자장기 (undulator 또는 wiggler)는 주기적인 자기장 구조를 가지며, 가속된 전자빔으

로부터 방사광이나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방사광가속기와 자유전자레이저의 핵심 장치이다. 

자유전자레이저의 파장은 전자빔의 에너지, 교번자장기의 자기장 세기와 주기 길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하여 미세하게 파장을 변화시키지만, 자유전자레

이저의 발진이득이 자기장의 세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장 세기를 조절하는 기존의 교

번자장기는 발진되는 파장에 따라서 방사광의 출력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장의 주기를 변화시키는 주기가변 교번자장기를 개

발하였다. 주기가변 교번자장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자기장의 주기 길이

를 조절하여 파장을 가변하므로 발진이득과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방사광의 파장을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구조가 복잡한 나선형 교번자장기에서 주기가변을 실현

함으로써, 특성이 우수한 원편광 방사광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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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 (Variable-period helical undulator) 상세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는 기본 구성체 

간에 유도된 일정한 크기의 자기척력을 이용하여 한 방향의 외부 힘으로만 주기 가변이 가

능한 구조를 실현하였다.

 
그림 91. (a)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 설계 기본 구

조, (b) 나선형 자기장 분포를 위한 기본 자석 

모듈의 한 주기 동안의 배열 구조.   

   

그림 91은 설계된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의 기본 구조를 보여준다. 교번자장기 축상

에서 나선형의 자기장 분포를 만들기 위하여 기본 자석 모듈을 1/4 주기마다 시계 또는 반

시계 방향으로 서로 90도의 위상차를 이루게 배치한다. 

그림 92.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 설계 변수.

그림 92는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의 설계 변수들을 보여준다. 주기 가변 길이는 23 

mm ∼ 26 mm이고, 교번자장기 축상에서의 최대자기장은 10 kG이다. 그림 93은 교번자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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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석 모듈 구조와 교번자장기 조립과정을 보여준다. 기본 자석 모듈은 비자성체 기판에 

영구자석 (NdFeB)과 강자성체 (soft iron)가 사극 구조로 설치되어있다. 기본 자석 모듈 4 

set가 한 주기를 이루며, 각 자석 모듈들은 guiding rod에 시계 방향으로 서로 90도의 각을 

이루며 배열, 조립된다.  

그림 93. (a) 교번자장기 기본 자석 모듈 1 set (b) 교번자장기 자

석 모듈의 조립 및 제작.

그림 94는 제작된 주기가변 교번자장기와 설계 도면을 나타낸다. 교번자장기의 총 길이는 

856 mm이고, 주기 길이가 26 mm일 때의 교번자장기 자석 모듈들의 총 길이는 781 mm이

다. 설계 도면에서 볼 수 있듯이 교번자장기의 자석 모듈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주

기 길이가 23 mm에서 26 mm까지 가변될 수 있다. 주기가변 시에 교번자장기는 자유전자레

이저 발진을 위하여 약 1%이내의 주기성 정밀도를 유지해야 한다. 교번자장기 내부에서 발

생한 자기척력과 외부에서 주어지는 압축력의 균형을 이용하여 주기가변 시에도 일정한 주

기성을 실현할 수 있었다. 외부 압축력은 교번자장기의 한쪽 끝에 기계적으로 연결된 1차원 

이송장치에 의해서 주어지며, 약 100 mm의 전체 길이 변화로 교번자장기 주기길이를 23 ∼ 
26 mm까지 주기가변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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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a) 제작된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 (b) 제작된 주기가변 

교번자장기는 최소 주기 길이 23.3 mm (위) ∼ 최대 주기 길

이 26 mm (아래) 까지 가변할 수 있음. 

그림 95는 교번자장기의 주기가변 제어장치를 보여준다. 제작된 교번자장기의 주기가변 

제어장치는 stepping motor로 구동되는 선형 이송장치와 제어 모듈로 구성되며, 자기척력과 

기계구조에 적합한 힘과 정밀도를 선택하였다. 선형 이송장치의 기계적인 정밀도는 5 µm이

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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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a)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의 주기길이 제어 

장치 모듈, (b) 제어장치에 사용된 stepping motor

의 토크 특성과 기본 사양.

                       

나.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 성능 분석

  제작된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는 자기 홀 센서 (transverse hall probe)를 사용하

여 교번자장기 축상에서의 자기장 분포 및 주기 정밀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96은 교번자장기

의 자기장 분포 측정을 위한 실시간 자기장 측정 장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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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6. (a)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의 자기장 측정 실험 장

치, (b) Labview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자기장 측정 

모습 (좌) 및 자기장 측정에 사용된 가우스메터 사양 

(우).

자기장 측정 장치는 자기 홀 센서와 1.5 m 길이의 이송장치로 구성되고, Labview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홀 센서의 위치이동 및 자기장 분포 측정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송

장치의 위치 정밀도는 5 µm이하이며, 사용된 가우스메터의 자기장 측정 정밀도는 0.1%이고, 

자기장 측정 가능 영역은 -30 ∼ +30 kG이다.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 자기장 분포의 전산모사 결과와 실제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그림 97은 주기길이가 26 

mm일 때, 실제 측정된 자기장 분포와 3차원 자기장 분포 계산 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측정

된 교번자장기 축상에서의 자기장 분포는 FFT (Fast Fourier Transform) 비교 분석을 통하

여 주기성의 기본 모드와 3차고조파 모드 등이 계산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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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a) 주기길이 26 mm일 때 전산모사 결과와 실제 측정

치 비교, (b) 자기장 분포의 전산모사 결과와 측정치

와의 FFT 분석 비교. 

그림 98과 그림 99는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 각각의 주기 길이에서의 주기 정밀도

와 자기장 정밀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교번자장기 주기 길이 23.2, 24, 25, 26 mm에서의 주

기 정밀도는 0.2 ∼ 0.6%로 요구치 1%이하를 만족하였다. 또한 자기장 정밀도 측정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주기가변 교번자장기의 가장 큰 장점인 주기가변 시에도 자기장의 세기가 9.6 

kG로 일정한 것을 알 수 있고, 자기장 정밀도도 0.8% 이내로 요구치 1%이하를 만족하였다. 

그림 98.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 각각의 주기 길이에서의 주기 정밀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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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주기가변 교번자장기 각각의 주기길이 에서의 자기장 정

밀도 측정 결과.

다. 주기가변 교번자장기의 전자빔라인 설치 및 정밀 정렬

본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를 테라헤르츠 자유

전자레이저 전자빔 광학계에 설치하였다. 그림 100은 주기가변 교번자장기 전자빔 라인 정렬 

개략도를 보여준다. 

그림 100. 주기가변 교번자장기 전자빔라인 정렬 개략도 및 실

제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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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자유전자레이저는 이극자석을 이용하여 교번자장기에 전자빔을 입사하고 광학공

진기에서 발진되는 레이저 빔을 분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선형의 전자빔 광학계로 광학

축과 겹치게 하여 길이를 최소화함으로써 탁상형 구조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공진기 

정렬과 전자빔 정렬을 동시에 그리고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01. 레이저를 이용한 전자빔라인 정렬 사진 (좌) 및 고정

밀 레이저 데오드라이트 사양 (우).

그림 101은 정렬용 레이저를 사용한 전자빔 광학계 정렬 구조를 보여준다. 고정밀 레이저 

수평계 (데오드라이트)를 이용하여 교번자장기, 공진기, 전자빔 정렬을 수행하였으며, 광학전

이방사선 (optical transition radiation, OTR)을 이용하여 전자빔의 정밀 정렬을 확인하였다.

라. 가속기에서 교번자장기까지 전자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M&S) 기술 확보

  마이크로트론 가속기에서 전자빔 광학계를 거쳐서 교번자장기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전자빔의 거동, 자기장 3차원 분포, 방사선 발생 등의 전자기적인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M&S 기술을 확보하였다. 그림 102는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를 설치한 자유전

자레이저 시스템 개략도이다. 설치된 사중극 자석들의 기울기 값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계산 

결과 값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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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2.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가 설치된 자유전자레이저 전체 

시스템 개략도 및 설치된 사중극 자석의 기울기 값(표).

그림 103. (a) Elegant 코드를 이용한 교번자장기 입구에서의 전자빔 

크기 계산 결과, (b) OTR 측정장치에서 측정된 실제 전자빔

크기. 

그림 103은 교번자장기 입구에서의 전자빔 크기의 실제 측정값과 계산값을 나타낸다. 측

정된 전자빔과 Elegant 코드 계산 결과 값을 비교하여 전체 전자빔 M&S의 완성도를 평가하

였다. 특히, OTR 측정을 통하여 교번자장기에 입사되는 전자빔의 분포를 정확하게 예측함으

로써 확보된 M&S 기술의 우수성을 실증하였다.

마. 주기가변 교번자장기 전자빔 입사 및 투과 실험 수행

   도파관 공진기에 설치되어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투과 전자빔 전류 측정 장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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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교번자장기 내부에서 위치에 따른 전자빔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그림 104는 제작된 

투과 전자빔 전류 측정 장치를 이용한 도파관 공진기 내에서의 전자빔 투과율 측정 장치도

를 나타낸다. 

그림 104. Metal plate가 장착된 wire 타입의 빔 전류 측정 장치를 이용

한 도파관 공진기내에서의 전자빔 투과율 측정 장치도.

마이크로트론으로부터 가속된 전자빔은 전자빔 광학계를 거쳐 교번자장기 입구에 정렬되

고, 설치된 OTR 스크린을 이용하여 전자빔의 위치와 분포를 정밀하게 측정 및 제어한다. 정

밀하게 제어된 전자빔을 도파관 공진기 내로 투과시키고 교번자장기 입구로부터 빔 전류 측

정 장치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투과된 전자빔의 전류를 측정하였다.

  
그림 105. 빔 전류측정장치를 이용한 도파관 공진기내에서의 전자빔 투과 측정 결과.

그림 105는 교번자장기 입구로부터 빔 전류 측정 장치의 위치에 따른 전자빔 투과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교번자장기 끝에서의 전자빔 투과율은 초기 투과율

의 약 20%로 교번자장기의 자기장 정밀도 성능 개선이 요구되고, 또한 도파된 전자빔의 궤

적 제어를 위해 외부 편향코일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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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 자기장 정밀도 성능 개선

  제작된 교번자장기의 부품별 잔류 자기장 특성을 정밀 분석하여 교번자장기 기본 주기 

성분이 아닌 잔류자기장의 최소화를 수행하였다. 그림 106은 교번자장기 기본 주기성분을 제

외한 잔류자기장의 교정 전 후의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0.5% 이하의 자기장 분

포 오차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자기장 1차 적분 값 및 2차 적분 값 분석과 자석 모듈의 배치

조절을 통하여 전자빔 궤적의 최적화를 도출하였다.

그림 106. (a) 교번 자장기의 기본 주기 성분을 제외한 교정 전과 후의 잔류

자기장 특성, (b) 자기장 1차 및 2차 적분값 분석을 통한 교번자장

기 교정 전과 후의 전자 궤적 분석.

사.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 전자빔 궤적 최적화 시뮬레이션

  교번자장기 내에서의 전자빔 궤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외부 편향 코일을 이용한 3차

원 자기장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107은 외부 편향 코일이 설치된 3차원 자기장 시

뮬레이션 개략도와 코일 전류에 따른 전자빔 궤적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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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3-D 자기장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외부 편향 코일의 전류에 따른 교번자

장기 자기장 분포의 2차 적분값으로부터 계산된 전자빔의 궤적.

 

외부 편향 코일의 인가전류를 0~5 A 까지 변화시키면서 교번자장기 축상의 자기장 분포

를 시뮬레이션하고, 자기장 분포의 2차 적분 값을 계산하여 전자빔 궤적 최적화를 도출하였

다. 편향 코일의 전류가 4 A, 150 turn일 때 교번자장기 내에서 전자빔 궤적이 최적화됨을 

알 수 있었다. 그 때 편향 코일의 중심에서의 최대 자기장 값은 약 30 G이다 (그림 108).    

그림 108. 실제 제작된 편향 코일 (좌)과 코일 자기장 분포 시뮬레이션 결과 (우).

아. 테라헤르츠 (THz) 방출광 전송 시스템 설계

주기가변 교번자장기에서 발생된 테라헤르츠 방출광을 전송시키기 위한 테라헤르츠 전송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림 109는 테라헤르츠 방출광의 전송 및 측정 시스템 개략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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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테라헤르츠 (THz) 방출광 전송 및 측정 시스템 개략도. 

       

교번자장기 내에서 발생된 테라헤르츠 자발 방출광은 도파관 공진기의 양쪽 끝에 설치된 

전반사 거울 (full mirror)과 출력 메쉬 거울 (mesh mirror)에서 공진되어 고출력의 테라헤르

츠 파를 만든다. 출력 메쉬 거울로부터 방출된 테라헤르츠 파는 테라헤르츠 전송시스템을 이

용하여 외부로 전송 및 측정된다. 테라헤르츠 전송 챔버 중심에 구멍이 있는 반사경 (hole 

mirror)을 사용하여 전자빔은 교번자장기로 통과시키고, 발생된 테라헤르츠 방출광은 반사시

킨다. 그림 110은 테라헤르츠 전송시스템의 설계도이다. 테라헤르츠 전송 챔버내의 hole 

mirror의 구경은 전자빔과 테라헤르츠 방출광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Hole 

mirror의 구경은 10 mm 이고, 그 때 전자빔의 손실 및 테라헤르츠 방출광의 손실은 각각 

1%, 12% 이하로 계산되었다. 

그림 110. 주기가변 교번자장기로부터 발생된 테라헤르츠 방출광 전송

챔버 제작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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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손실 테라헤르츠 원형도파관 공진기 개발

가. 저손실 테라헤르츠 원형 도파관 성능 개선

일반적인 금속 도파관과 달리 그림 111과 같이 내부에 유전체가 코팅된 도파관

의 경우에는 TM 혹은 TE 모드가 아닌 Ez와 Hz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Hybrid 

모드가 형성된다. 이 Hybrid 모드의 횡축전기장과 자기장은 아래의 식으로 표시되

며, 특히 Hybride 11 (HE11) 모드의 전기장의 분포는 그림 112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11. 실린더 금속 도파관의 내부

에 유전체가 코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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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Hybrid 11 (HE11)모드의

단면 전기장 세기 분포. 

유전체가 코팅된 원형 도파관에서의 손실은 코팅되는 물질의 유전율 및 두께에 

의존하게 되는데, 위의 Hybrid 모드를 사용하여 Polyethylene과 Corundum 유전체

의 두께에 따라 테라헤르츠 영역에서의 손실을 계산하여 그림 113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짧은 파장 영역으로 갈수록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며 긴 파장 영역에서

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손실이 최소가 되는 파장은 두께에 민감하

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Polyethylene은 두께가 약 20 μm이하, 그리고 

Corundum은 두께가 15 μm 이하인 경우에는 200 - 600 μm의 파장 영역에서 두께

에 비교적 덜 민감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113. (a) Polyethylene과 .(b) Corundum 유전체의 두께에 따른 테라헤르츠 영역

에서의 손실.

나. 저손실 테라헤르츠 원형 도파관 제작 기술 개발

액체 헬륨을 이용한 저온 냉각을 하지 않고도 낮은 손실의 원형 도파관을 만들

기 위해서는 지름이 약 4 mm로 작고 길이는 1 m에 달하는 구리관의 내분에 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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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유전체를 코팅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유전체 코팅된 도파관을 제

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테스트 하였다. 표 16에 이러한 방식들을 정

리하였다.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정밀한 제작을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요구된다. 이러한 방식들 중에서도 'painting method'는 유전체 물질을 브러쉬에 묻

힌 후 구리관 안쪽을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면서 코팅하는 방식으로, 매우 간단하며 

비용 또한 저렴하다. 그림 114는 이 방식을 사용하여 시험 제작한 모습이다. 이 때 

사용된 구리관의 내경은 THz FEL의 도파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4 mm이며, 코팅

물질은 Acryl melamine resin이다. 코팅된 유전체의 두께는 약 50∼60 μm로 추정

된다. 정밀한 두께 조절을 위해서는 속도, 유전체의 농도 등 조건을 다양하게 변화

시키면서 자료를 측정하여야 한다. 

코팅 방법 장점 단점

Dipping method

매우 간단함

박막 두께 조절이 어려움
코팅 재료의 손실이 많음
바깥층에 의도하지 않은 
코팅

Pumping method

안쪽 부분만 코팅 가능
박막 두께 조절이 어려움
시간이 많이 걸림
고비용

Painting method
매우 간단함
안쪽 부분만 코팅 가능
저비용

정밀 조정이 어려움

표 16. 원형도파관 내경 코팅 방법 및 장단점.

그림 114. Painting 기법으로 유전체를 코팅한 후, 

두께 측정을 위해 일부 절단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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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진기 출력경용 메쉬 거울 열특성 조사

공진기의 출력경으로는 전자빔은 투과하면서 특정 파장에서 원하는 반사율을 가

지는 메쉬 형태의 거울을 사용한다. 이 때, 메쉬는 전자빔의 높은 전류에 의한 온도 

증가와 이로 인한 변형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론적인 계산을 통해 다양한 재질에 

대해 온도의 증가를 예측하였는데 (표 17), 실제 실험으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

다.

재질
Al

(13)

Ni

(28)

Cu

(29)

Ta

(73)

온도 증가 
[oC]

45.6 175.3 97.8 534.3

표 17. 메쉬의 재질에 따른 온도 증가량.

전자빔에 의한 메쉬의 열특성 즉, 온도 증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115와 같은 

측정 장치를 구성하였다. 메쉬거울은 45도 기울기를 가지는 금속 원통에 결합되는

데, 탈부착을 용이하게 하고 메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개의 원형 금속판 사

이에 놓인다. 또한 원형 금속판과 메쉬 거울 사이에 열전도도가 좋고 연성인 얇은 

인듐 필름을 두어 두 부품이 열적으로 접촉이 좋게 한다. 메쉬에서 발생한 온도 변

화는 IR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관측한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측정된 

온도 변화와 이론적인 계산값을 비교하여 이론적인 예측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온

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메쉬거울 assembly를 설계할 수 있다.

그림 115. 메쉬거울의 열적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 (왼쪽)과 메쉬거울 assembly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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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스템 조립

그림 116은 전반사 거울과 출력 메쉬 거울로 구성된 자유전자레이저 도파관 공

진기 개략도를 나타낸다. 공진기 전반사 거울은 빔덤프와 일체형이며, 주기가변에 

따라 파장영역 400 ∼ 600 µm까지 가변할 수 있도록 공진기 길이의 조절이 가능하

게 제작되었다. 선형이송장치에 장착된 전반사 거울은 10 µm의 정밀도로 detuning

이 가능하다.      

그림 116. 자유전자레이저 도파관 공진기 조립 개략도. 도파관 공

진기 전반사경 (full mirror) 및 제어시스템 (좌), 출력 

메쉬 거울 사양(표) 및 홀더 제작 (우).

마. 자유전자레이저 자발방출광 발생 분석

1) 전산코드개발

개발된 나선형 교번자장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번자장기에서의 전자 운

동에 의한 자발방출을 계산하는 전산코드를 작성하였다. 이 전산코드는 두 부분으

로 나뉜다. 우선 교번자장기의 자기장에 의한 전자의 운동을 아래의 상대론적 로렌

쯔 방정식으로 계산한다. 이 계산에서 전자에 의한 전기장은 무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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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에서 me와 e는 각각 전자의 질량과 전하이다. c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이

고 γ는 상대론적인 로렌쯔 팩터이다. u는 전자의 속도에 γ를 곱한 양이다. 각각의 

전자에 대해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수치해석 방법인 Boris 방식

을 사용하였다.

초기의 전자군들은 주어진 전자빔의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아래의 Gaussian 분포

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샘플링하였다.

이 식에서 αx,y, βx,y, γx,y는 x, y 방향에 대한 Twiss 매개변수들이다. Eo는 전자

빔 에너지, σE는 에너지폭, σz는 길이, 그리고 εx,y는 단면 방향으로의 에미턴스이다.

위의 방식에 의해 전자의 운동을 계산하면, 전자의 운동에 의한 자발 방출, 즉 

angular spectral intensity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각각의 전자에 대해서 계산된 자발방출 분광세기를 incoherent summation하여 

최종적으로 전자군에 대한 분광세기를 계산하였다.

2) 결과

교번자장기의 성능, 즉 광증폭을 완전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교번자장기 내에서의 

전자의 운동과 맥스웰방정식을 동시에 계산하여 전자의 운동과 방출광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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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Particle-in-cell (PIC) 방식의 전산 계산을 수행하

여야 하는데, 고성능의 전산 시스템이 요구되고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신 Madey의 이론, 즉 자발 방출광 스펙트럼의 미분값이 교번자

장기의 이득계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발 방출광 스펙트럼을 계산하였다. 

이 경우에는 절대적인 값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나선형 교번자

장기와 이론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bifilar 교번자장기를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였

다. Bifilar 교번자장기의 자기장은 실린더 좌표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된

다.

  

이 식에서 I1은 1차 modified bessel 함수이며, χ=Φ - kuz이다. Bu는 자기장의 

세기이며, ku=2π/λu이고 λu는 교번자장기의 주기이다. f(z)는 교번자장기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adiabatic 자기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식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Δzi와 Δzf는 각각 교번자장기 입구와 출구에서의 adiabatic 부분의 길이

이며, Nu는 이를 포함한 전체 주기수이다. 본 계산에서는 Bu=10.32 kG, λu=2.3 cm, 

Δzi=Δzf=2λu 그리고 Nu=30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교번자기장의 성능을 좀 더 정확

히 평가하기 위해서 전자빔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빔광학계에서 설계된 매개변수를 

사용하였다. 전자빔은 교번자장기의 입구에서 안쪽으로 z=5 mm인 지점에서 x, y 

방향으로 빔의 크기가 각각 307 μm, 182 μm가 되게 설계하였으며, 표에 나타낸 것

은 z=-10 cm에서의 매개변수 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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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계산에 사용된 전자빔 매개변수. 

그림 117은 bifilar 교번자장기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번자장기 (KAERI 교번

자장기)에서의 전자빔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교번자장기에 입사되는 전자빔

이 3 mm의 지름 내에서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4 mm 지름의 원

형 도파관이 적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두 교번자장기에서 모두 전형적인 

betatron 진동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7. Bifilar 교번자장기와 KAERI 교번자장기에서의 전자빔의 운동 

계산 결과, (a) 반지름 방향의 빔중심 위치, (b) 빔 반지름의 

크기 변화 및 (c) 빔 길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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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번자장기 내에서의 전자빔의 분포를 (z-x, z-vx) 그림 118에 표시하였다. 위의 

결과와 함께 이 결과를 통해서 전자빔의 운동에 있어서 KAERI 교번자장기가 

bifilar 교번자장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8. 교번자장기내에서의 시간에 따른 전자빔의 분포. (a)와 (b)는 bifilar 교번자

장기, (c)와 (d)는 KAERI 교번자장기의 결과이다. 각각의 분포는 0.3 ns 

간격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의 전자들에 의한 자발방출을 incoherent 합을 하

여 전자빔 전체의 자발방출을 계산하였다. 그림 119의 (a)는 방출광의 각분포로서, 

채워진 도형은 fundamental 주파수에 대해서, 그리고 비워진 도형은 고차조화파를 

모두 합한 결과이다. Fundamental 파장은 축상에서 최대치를 가지며, 각분포가 이

론적인 값인 Δθ∼1/γ ∼ 4.2o와 잘 일치하였다. 하지만 고차조화파를 포함하게 되면 

방출광 세기의 최대치가 약 8∼9o에서 형성되었다. 그림 119의 (b)는 축상으로 방출

되는 자발방출광의 스펙트럼으로 Fundamental 주파수만을 나타낸 것이다. Bifilar 

교번자장기와 KAERI 교번자장기에 대해 중심 파장은 각각 0.76과 0.84 THz이다. 

두 교번자장기의 파장 차이는 두 교번자장기의 축상에서 최대 자기장의 세기가 같

을 경우, KAERI 교번자장기의 fundamental Fourier harmonics가 더 낮은 것에 주

로 기인한다. 주파수의 폭은 각각 30과 32 GHz로 이론적인 값인 1/Nu보다 조금 큰 

값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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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a) 자발방출광의 각분포 (채워진 도형은 fundamental 주파수에 대해서만 

나타낸 것이며 비워진 도형은 고차조화파를 모두 합한 것이다.),  (b) 축방

향에서의 방출 스펙트럼.

Madey의 이론에 따라 교번자장기에서의 이득함수는 자발방출광 스펙트럼의 미

분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20는 그림 119 (b)의 스펙트럼을 미분하여 구한 값

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심 주파수, 즉 증폭되는 중심 주파수는 차이가 있지

만, 전체적인 값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하여 본 연

구에서 개발한 나선형 교번자장기가 이론적인 bifilar 교번자장기와 유사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20. 이득함수. 그림 [3]의 (b)를 주파수로 미분하여 구

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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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고출력 테라헤르츠를 이용한 고속 영상 기술 개발

1. 고출력 테라헤르츠를 이용한 고속 영상 장치 기본 설계

상용으로 개발된 테라헤르츠 2차원 영상검출기를 도입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개발된 테라헤르츠 2차원 영상검출기는 각각 파이로 검출소

자와 산화바나듐 마이크로볼로미터 소자를 사용한다. 두 검출기 모두 테라헤르츠 

영역보다 적외선 등 다른 전자기파 영역에서 활용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출력 테라헤르츠 광원이 극소수인 관계로 이들 검출기의 테라헤르츠 

대역에서의 성능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사업에서 개발하는 테라헤르츠 

광원의 특성과 검출기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차기 단계에서 개발하는 테라헤르츠 

고속 영상장치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본 연구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THz FEL을 

이용하여 두 검출기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파이로 검출소자를 사용하는 테라헤르츠 2차원 영상검출기는 13∼355 nm, 1.06

∼3,000 μm 대역에서 반응하며, 12.4 mm × 12.4 mm의 활동영역을 가진다. 각 소자

의 크기는 100 μm × 100 μm이며, rms 잡음한계로 표시되는 감도는 픽셀 당 220 

nW 이상이다.   

일본에서 개발된 NEC 마이크로볼로미터 카메라의 경우 동작영역 (dynamic 

range)이 104 이상인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펄스 당 1 nJ 이하의 신호도 검출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테라헤르츠 광원은 편광특성이 없으나, 본 사업에서 개

발하는 광원은 원하는 편광을 선택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이크로

볼로미터 카메라의 경우 소자에서 신호를 검출하는 연결선이 안테나 역할을 하므로 

테라헤르츠 편광에 따른 검출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주변에서 검출기에 유입되는 잡음을 줄이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

다. 

고출력 테라헤르츠를 이용한 고속 영상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발생장치와 검색 

대상, 그리고 검출기의 특성을 최적 연계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다음 단계에서 개발 

예정인 테라헤르츠 영상 검색 장치의 기본 구상 중의 하나로 스펙클 잡음을 줄일 

수 있는 1차원 어레이 검색기와 스캐닝 기법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1차원 어

레이 테라헤르츠 검출기를 설계하였으며, 검출부와 신호검출용 전자회로를 설계하

고 시작품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파이로 1차원 센서열은 10∼3,000 μm 대역에서 반

응하며, 140 kV/W의 반응감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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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출력 테라헤르츠 분광 영상 분석 기법 연구

테라헤르츠 분광영상을 실시간으로 얻기 위해서는 단색의 고출력 파장가변 레이

저 광원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레이저와 같은 결맞음 광원의 경우 스펙클 

(speckle) 잡음을 제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피사체에 광원을 집속하여 2차원 스캐

닝을 통하여 영상을 얻는 경우, 스펙클 잡음은 해결할 수 있으나, 영상을 얻는데 많

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테라헤르츠 카메라를 사용하여 넓은 면적으

로 조사된 테라헤르츠 영상을 얻는 경우 스펙클 잡음이 매우 심각해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되고 있는 고해상도 영상 기

법은 다음과 같다.

- 아르마르 필터를 사용하는 2차원 카메라

  · N2개의 세부 픽셀로 이루어진 아르마르 필터 사용 

  · N배의 스펙클 저감 효과

  · 단점 : 필터의 2차원 스캐닝에 의한 영상 취득 속도 저하

- 선집속광과 선형어레이를 사용하는 1차원 스캐닝

  · 선집속에 의한 스펙클 노이즈 저감 효과 이용

  · 1차원 스캐닝에 따른 고속 영상 취득 가능

3. 테라헤르츠 원격조사장치 설계

테라헤르츠 자유전자레이저는 기본적으로 진공상태에서 동작한다. 테라헤르츠파

를 원격조사장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공상태에서 창을 통과하여 대기 중으로 전

파하게 된다. 이 때, 아래의 그림 121과 같이 진공관에 설치되어진 진공창을 집속경

으로 사용하고 카세그레인(cassegrain)식 반사형 구조를 결합하여 테라헤르츠 원격

조사용 광학계를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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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테라헤르츠 원격조사장치 3차원 구상도.

조사 광학계의 직경을 회절한계에 따라 300 mm 이하로 하였으며, 빠른 스캐닝

을 위하여 반사 거울 아래에 주사 장치를 설치하였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테라헤

르츠파를 대상물에 집속 또는 넓게 조사할 수 있도록 부경의 위치를 조절하게 하였

다. 이렇게 발생되고 전파되어진 테라헤르츠파는 그림 122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도 볼 수 있듯이 약 3 m 거리에 있는 검색대상에서 최소 집속 직경이 4 mm로 형

성되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2. 테라헤르츠 원격조사장치 시뮬레이션 결과.

4. 테라헤르츠 영상 고도화 기술 개발

테라헤르츠 영상 기술에서는 상반되는 어려움이 있다. 좋은 영상을 얻기 위해 많

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반대로 빠른 영상의 경우 영상의 질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일반적인 테라헤르츠 발생장치의 출력이 상온의 테라헤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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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결상에 부족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테라헤르츠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실험실은 많지 않다. 우리 연구팀에서 보유한 테라헤르츠 자유전자레이저는 

단일 펄스로 2차원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123. 테라헤르츠 실시간 영상 측정 장치.

그림 124.  동전(앞, 뒤)의 실물과 테라헤르츠 영상 비교.

그림 123은 100원 동전의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장치의 모습이다. THz 

imager(NEC)를 사용하여 산란된 동전의 테라헤르츠 영상을 그림 124와 같이 실시

간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100원 동전의 테라헤르츠 영상에서 배경과 동전의 영상

을 분석한 (Edge rise distance 90%-10%) 결과, 그림 125에서 보는 봐와 같이 시스

템의 분해능이 ∼0.75 mm 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단일 펄스 테

라헤르츠 2차원 이미징을 하면 빔을 집속하여 스캐닝하는 이미징 기법보다 해상도

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징의 경우 약 300 마이크로미터 분해능과 107에 

이르는 매우 큰 dynamic range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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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테라헤르츠 영상 분석을 통한 분해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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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탁상형 고속 테라헤르츠 영상 검색 장치 기술 개발

1. 탁상형 고속 테라헤르츠 영상 검색 장치 기술 개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단계에서 시스템의 모듈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탁상형 테

라헤르츠 발생장치는 크게 고주파 발생부, 전자빔 가속부, 빔광학계부, 테라헤르츠 

발진부로 구분하여 모듈화가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테라헤르츠 빔 조사부와 

영상 검출부는 주 광학계를 공유하여 구성을 단순화하고 측정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탁상형 테라헤르츠 발생장치 모듈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듈 구성

을 구분하였다.

- 고주파 발생부 : 마그네트론, 도파관, isolator, directional coupler, RF window, 

RF cavity 

- 전자빔 가속부 : 마이크로트론 주 챔버, 전자빔 인출부, 이온펌프

- 전자빔 광학계부 : 사중극자석, 휨자석, BPM 

- THz 발진부 : 교번자장기, 원형도파관, 공진거울 

테라헤르츠 영상 검색 장치도 아래와 같이 모듈화하였다.

- THz빔 조사부 : THz 광학계, 빔확장계, 스캐닝모듈

- THz 영상 검출부 : 빔 조사부 광학계, 1차원 검출기, 영상 취득 및 분석모듈

그림 126. 테라헤르츠 이미징 모듈(좌)과 multi-channel DAQ S/W가 구현된 시스템

(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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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테라헤르츠 이미징 모듈을 이용하여 측정한 테라헤르츠 빔의 2차원 출력

분포 특성 측정 결과. 

THz 이미징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THz 광원을 제외한 계측시스템의 통

합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단일 지점 검출기를 사용하는 측정의 시간단축을 위하여, 

다수의 Pyroelectirc sensor를 배치한 Pyroelectric sensor Front-End 보드(THz 

imaging module)를 제작하였다. Multi-Channel DAQ S/W를 이용하여 THz image 

모듈과 PC를 연결하여 모든 시스템이 통합 운동되도록 구성하였다. 단일 지점 측정

시스템과 비교하여, 스테이지의 이동이 불필요하므로 측정시간의 비약적 단축을 보

였다. THz imaging 모듈을 이용하여 THz beam profile을 측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의 beam profile 데이터와 비교하여 THz imaging module이 정상적으로 테라헤르

츠파를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THz 영상 기술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

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분석이나 의료 혹은 바이오 분야에서 생체의 

이미지를 얻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유전체, 반도체 그리고 생

체조직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에 대한 실시간 영상 응용(Real-Time THz Imaging)

에도 폭넓게 이용될 전망이므로, THz 이미징 시스템의 높은 해상도와 빠른 측정시

간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중박막 테라헤르츠 발생 기술을 이용한 장치 소형화 및 분광영

상 측 정 방안 연구

가. 원뿔형 파면 및 방사형 편광의 초소형 테라헤르츠 발생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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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 분야의 난제였던 발생의 고출력화와 고효율화에 대한 획기적인 기여

를 한 다중박막 결맞음 전이방사선 (Multifoil Coherent Transition Radiation, 

MCTR) 기술을 적용한 초소형 테라헤르츠 발생장치의 제작에 처음으로 성공하였

다. 이에 대한 MCTR 발생 기본원리 및 특성에 대한 논문을 물리학분야 최고 권위

지인 Physical Review Letters 2013년 2월호에 게재하였으며, 원천기술 특허는 

PCT에 등록하였다. 

그림 128. MCTR 극초단 고출력 테라헤르츠파 발생 원리/사양 및 제작된 

장치 외관. 

그림 128은 제작된 MCTR 극초단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장치의 발생 원리/사

양 및 제작된 장치 외관이다. 발생장치는 두께 40마이크로미터의 티타늄 박막으로 

만들어졌으며, 35장의 박막이 원뿔형태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 최대직경과 길이는 

각각 13 mm, 10 mm이며 원뿔의 각도는 15도 이다. 발생되어진 테라헤르츠파는 발

생장치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원뿔, 도넛형태의 파면을 이루고 있으며, 원형편광을 

가지고 있다.

나. 테라헤르츠 극초단 펄스 파형 및 분광 단일펄스 측정장치 개발 

MCTR에서 발생되는 극초단 광대역 테라헤르츠 펄스의 시간적, 분광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기광학 검출기술과 펨토초 단일펄스 측정기술을 결합한 극초단 

고출력 테라헤르츠 단일 펄스 측정장치를 고안하고 제작하였다. 그림 129는 측정장

치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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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극초단 고출력 테라헤르츠파 단일 펄스 측정 장치 구성도. 

이 기술은 극초단 테라헤르츠 펄스 전기장의 시간적인 파형을 전기광학 결정 

(GaP, ZnTe)의 비선형성을 이용하여 적외선 레이저 펄스에 그대로 옮기고, 적외선 

레이저에 기록된 테라헤르츠파의 전기장 파형을 또 다른 펨토초 적외선 펄스를 활

용하여 검출 결정(BBO)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치시켜 단일 펄스로 시간 파형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시간 분해능은 50 fs이하로 매우 높은 고감도의 검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 원뿔형 파면 및 방사형 편광의 초소형 테라헤르츠 발생장치 시준기

(Collimator) 설계 및 제작 

다중박막 원형편광 테라헤르츠 발생장치는 구조의 특이성에 따른 원뿔형 파면을 

가지기 때문에 테라헤르츠의 집속이 어렵다. 우리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

안하고자 포물면 거울과 평면거울을 이용하여 일체화된 시준기(Collimator)를 그림 

130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최적화하였다. 시준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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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화된 테라헤르츠파는 4 cm의 지름을 갖고 있으며, 2 m의 거리를 진행하더라도 

그 크기가 일정하다. 또한 일체화된 시준기와 테라헤르츠 발생장치는 그 활용성을 

극대화 시킨다.

그림 130. 원형 다중박막 고출력 테라헤르츠 시준기의 3차원 조립도 및 전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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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테라헤르츠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핵심 이머징 

기술로써 기술동향분석과 이에 따른 연구방향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첨단연구 및 산업적 요소기술의 현황을 자료분석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실증적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분야별 국내

의 최고전문가로 이루어진 효율적인 인력 및 연구수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세계

수준의연구센터 (WCI) 등 긴밀하게 가용할 수 있는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교차검증 및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단기간에 매

우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주기가변 교번자장기는 고출력 탁상형 테라헤르츠 

발생장치의 성공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성과로 판단되며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적

으로 기여도가 높은 매우 우수한 성과물로 판단된다. 테라헤르츠 분야의 기술적인 

한계인 광원의 고출력화와 현장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고출력 극초

단 테라헤르츠 방사광 발생 기술을 제안하고 물리학 최고 학술지에서 인정을 받은 

점은 과학적, 기술적 의의와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성과라고 판단된다. 특히, 주기

가변 교번자장기 기술과 다중막 극초단 테라헤르츠 발생 기술은 동 분야의 기술적

인 난제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원천기반 기술이며, 낮은 비용으로 소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상업적인 활용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충실하고 실증적인 자료조사와 분석으로 테라헤르츠 기술의 동향 및 

전망 분석이 충실히 이루어졌으며, 새로이 개발된 고출력 탁상형 테라헤르츠 발생

장치의 핵심 기술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원천기술로서 과학적 • 기

술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연구결과이다. 얻어진 성과들을 관련분야 최고 학술지

와 국제특허 등에 게재, 등록함으로써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성과들로 과제책임자인 정영욱 박사가 2013년에 국제 자유전자레이저상 

(International Free Electron Laser Prize, FEL Prize)를 수상한 것은 세계적으로 성

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직접적인 증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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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세계 최초로 대인용 테라헤르츠 보안검색 장치 실증 및 실용화

    - 공항, 항만 및 대규모 공공시설에서 폭발물, 마약, 은닉 무기, 생화학, 방사

선 물질에 대한 비접촉 방식의 대인 검색이 기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였

지만, 테라헤르츠 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하게 되어, 사회 및 국가의 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적으로 수요와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인용 보안검색 

장치 분야의 원천기술 및 국가 경쟁력 확보

    - 테라헤르츠 분야에 있어서 고출력 시스템은 테라헤르츠의 높은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중요한 목표기술이다. 테라헤르츠 장치를 보안검색 현장에

서 사용하려면 출력이 1 W 이상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형이면서도 1 

W급 이상의 평균출력을 실현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테라헤르츠 

산업 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미국, 영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대형 규모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대 테러용 차세대 보안검색 기술에 대한 수요와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테라헤르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여부는 

미래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

하고 그에 따른 경제효과도 지대하다.

    - 미국에 있는 14,000여개의 공항을 대상으로 하는 테라헤르츠 검색 장치 시

장은 1,000억불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이며,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될 경우 

미국 시장의 약 10배 규모로 추산되는 등 경제효과가 매우 지대하다.

  ○ 안전하고 정확한 테라헤르츠 의료진단 핵심 기술 확보

    -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암 등 치명적 병소의 조기 검진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기존의 X-선 검진은 피폭에 따른 추가 암 발생 위험이 있어

서, 잦은 검진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테라헤르츠는 인체에 무해하며 병소

의 분광 정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강력한 차세

대 의료 검진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테라헤르츠 의료 영상을 위해

서는 기존의 저출력 테라헤르츠 기술을 극복하는 고출력 발생 기술의 개

발이 필수적이다.

  ○ 고출력 테라헤르츠를 이용한 난치성 질병 치료 신기술 연구  

    - 테라헤르츠 기술의 가장 큰 파급효과는 새로운 빛을 통하여 이전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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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갈 수 없었던 자연과 생명체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 테라헤르츠는 아직 미개척 상태인 전자기파 대역이지만, 초소형 고효율 파

원 및 검출기 개발로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혁신적인 계측을 가능케 함으

로써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의 핵심요소인 비침습, 실시간 생체기술을 포

함한 매우 다양한 핵심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부가가치 미래 대형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

    - 그 외에도 테라헤르츠 기술은 정보통신, 보안, 환경, 기초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된다.  

    - 감청이 불가능하고 초고속통신이 가능한 테라헤르츠파를 기반으로 무선통

신 기술을 개발하면, 점차 높아지는 통신 품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스마트기술과 함께(예, 근접장통신(NFC)) 보다 편리한 통신인프라 

구축이 기대된다. 

    - 테라헤르츠 기술은 정밀기계, 광공학, 계측, 반도체, 통신 등의 첨단 기술

과 기간산업 기술이 총망라된 분야로, 고부가가치이면서도 고용창출 효과

가 매우 크다.

    - 국내외 산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영상 진단기기, 항공보안 검색장비, 

반도체 검사장비 등의 테라헤르츠 세계시장은 2010년 4,698억원 규모에서 

2018년에는 1조 7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효과/

시장효과가 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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